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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재 학문 간 융합이 큰 트렌드(trend)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적

인 학문 주제를 넘어서 다른 학문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를 도입하

고 융합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요소 관리 및 금융 기법 적용에 관심을 둔

금융공급사슬관리(Financial Supply Chain Management, FSCM),

혹은 공급사슬금융(Supply Chain Finance, SCF)은 이와 같은

트렌드의 하나이다. 이미 많은 현장 관리자들에 의해 공급사슬에

서 금융 관리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액센츄어(Accenture), 딜로

이트(Deloitte)와 같은 컨설팅(consulting) 회사들은 금융 기법의

하나로서의 공급사슬금융(Supply Chain Finance, SCF)뿐 아니라,

공급사슬관리가 금융과 결합하여 변화될 차세대 버전의 공급사슬

운영전략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에 운영 관리(operations management) 분야에서도 공급사슬에

서의 금융 요소·흐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운영 관리

분야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공급사슬에서의 금융·현금 흐름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과 이를 효과적으로 물류 공급사슬 관리와

결합할 방법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2010년대 이후에는 더욱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다. 많은 유명 운영 관리 저널에서 금융

공급사슬관리와 공급사슬금융을 다룬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게재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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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까지의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에 대한 연구는

많은 부족함을 보인다. 특히,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가 기업

성과에 어떻게 이바지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작용 메카니즘

(mechanism)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공급

사슬에서의 적극적 금융 관리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된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였다.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를 금융관점(finance oriented perspective)과 공급사슬

관점(supply chain oriented perspective)에서 정의하였으며, 9가지

주요 구성 요소(construct)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사슬

관점에서 정의된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를 금융공급사슬관리

라고 지칭한다. 금융공급사슬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의 정리는

향후 운영 관리 분야에서 진행될 관련 연구를 위한 시작점을 제공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금융공급사슬관리 실행이 공급사슬의

원가 경쟁력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여 기업 성과를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들은 금융공급

사슬관리 실행이 기업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으며,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중개적

도구(tool)로서 효율적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그동안 막연하게 논의되었던 금융공급사슬관리

가 어떤 메카니즘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가 작용하는 원리와

공급사슬 통합 수준을 향상시켜 실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도 검증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금융공급사슬관리 실행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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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 리스크 비용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운전자본관리를 수행

하는데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금융공급사슬

관리 실행이 공급사슬 리스크 비용을 낮춘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기업 투자자들은 공급사슬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공급·구매기업의 도산이 투자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 기업과 거래

하는 공급기업의 도산으로부터 야기될지 모르는 전체 공급사슬의

유동성 악화와 이로 인한 연쇄 부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금융공급사슬관리를 실행하는 기업들은

공급사슬에서의 도산·붕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공급사슬관리에 충실한 기업들은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

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본 연구는 금융공급사슬관리 메카니즘에 있어서의 공급

사슬 통합과 기존 공급 사슬과의 조화가 가지는 조절 효과를 규명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응답 기업들이 금융공급사슬관리

인프라 및 실행 수준에 의거하여 여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일부 유형은 금융공급사슬관리 인프라 구축 및 실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금융공급사슬관리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매우 극소수라

는 기존의 주장을 반박한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금융공급사슬

관리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연구는

금융공급사슬관리나 공급사슬금융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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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관련 요소들이 이미 기업 내에 침투해 있는 기업들이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확인된 유형 간 금융공급

사슬관리 성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한다. 본

연구의 클러스터링(clustering) 및 성과비교 분석은 기업들에게

금융공급사슬관리의 효과적인 전개 및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기업들은 먼저 자신들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파악

해보고,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작용 메카니즘에 기인하여 어떤 전개

방법이 효과적 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인프라 중 어느 요인이

부족한지, 또한 어떤 실행 방안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금융공급사슬관리 활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주요어 : 금융공급사슬관리(FSCM), 금융 흐름, 공급사슬금융(SCF)

학 번 : 2008-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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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는 1980년대 미국

컨설팅 회사인 부즈 알렌 해밀턴(Booz Allen Hamilton)의 케이트 올리버

(Keith Oliver)가 재고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개

하며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민정웅, 2017). 오늘날에는 공급사슬관리라는

용어를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 학계뿐만 아니라 구매, 조달, 생산

관리, 전략 등 기업의 다양한 부서에서 공급사슬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효율적인 공급사슬관리 방안을 전문적

으로 연구하는 리서치 기관도 상당수 존재하며, 지금까지 수많은 학계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사슬을 구축하

면서 공급사슬관리의 복잡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Manuj and

Mentzer, 2008; Creazza et al., 2010). IT 기술의 발전으로 공급사슬에서

더욱 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급

사슬관리는 더욱 복잡하게 진화하였다.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급사슬 수익 및

효율성 극대화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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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공급사슬관리에서는 재화의 이동 및 이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

에 관심을 집중했다. 재화의 이동 경로와 이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적화 문제에 집중하였

다. 하지만 최근 여러 학자들은 전통적인 공급사슬관리 이론들이 실제

공급사슬 내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음을 깨달았

다(Euromoney, 2007; Pfohl and Gomm, 2009; More and Basu, 2011;

Basu and Nair, 2012). Pfohl and Gomm(2009)은 과거 공급사슬관리

연구가 재화 및 정보의 이동에 대한 최적화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공급사슬 내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흐름(financial flow)을 경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금융 흐름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였다. More and Basu(2011)는 그동안의 연구들은 공급사슬 내 여러

비즈니스 행위들을 영위하는데 핵심적인 금융 흐름을 경시해온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Silvestro and Lustrato(2014)와 Fairchild(2005)에 따르면

상품의 이동과 함께 공급사슬 내에서 금융 정보(financial information)의

이동이 발생한다. 상품과 금융 정보의 이동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

적 공급사슬(physical supply chain)의 운영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기업들

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Wuttke et al.(2013a)은

그동안의 공급사슬의 혁신은 상품 재고와 정보 흐름을 개선하는 데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며, 3번째 물류 흐름(logistical flow)인 금융 흐름

(financial flow)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만약 금융 요소들을 공급사슬관리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금융 요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재화의 이동이나 정보

흐름에만 초점을 맞춘 공급사슬관리가 최적의 공급사슬 성과를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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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공급사슬관리의 비효율

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Seifert et al., 2013; Jahangiri and Cecelja,

2014). 본 연구에서는 금융 흐름이 배제되어 공급사슬의 비효율성을

야기한 2가지 사례를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다.

[사례 1]

국내 중견 부품업체인 A사는 최근 모 대기업과 대규모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연말 재무제표에 큰 매출이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현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A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은

3개월짜리 외상매출채권이다. 즉, 3개월 후 물품 납품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A사는 납품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생산 설비와 재고

창고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였다. 거래 체결로 매출액은 상승했지만

보유한 현금 수준은 급감하였다.

[사례 2]

글로벌 기업 B사는 중국에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임금이 저렴한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다국적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전통적인

공급사슬관리의 비용최소화(cost minimization) 이론을 활용하여 일부

원자재 및 부품을 중국 현지업체로부터 구매한다. 물류 비용을 고려했을

때 현지업체로부터의 구매가 총 생산 비용을 최소화시킨다고 판단하였

다. 원자재 및 부품 비용에 대한 결제는 위안화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B사의 생산 비용은 환율 변화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때로는 생산비용



- 4 -

최소화를 달성하기도 하지만, 환율 변화에 따라 최적화에 실패하는 경우

도 종종 발생한다.

A사는 전통적인 공급사슬관리에 집중하여 구매자 관리를 실시하였고,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생산설비와 물류 창고를 최적화하였다. 매출이

라는 측면에서 기업 성과도 향상되었다. 하지만 갑자기 기업이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공급사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기인하여 의사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 흐름을 경시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공급사슬은 비효율적이게 되었

다. B사는 물류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중국에 생산 공장을 위치

시키고 현지업체들과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현지업체로부터 부품과 원재료를

공급받았다. 현지 기업들과의 거래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였다. B사는

기존 공급사슬관리 이론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충실히 분석하여 의사결정

을 내렸다. 하지만 B사의 수익과 비용은 환율 변동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환율 변동이 야기하는 수익·비용 변동에 대한 고려가

기존 공급사슬관리 의사결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기존 공급사슬관리의 실패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존 공급사슬관리가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는 금융과 관련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례 1에서는 기업의 현금 흐름(cash

flow), 혹은 금융 흐름(financial flow)이라는 요소가 공급사슬 의사결정

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사례 2에서는 환율 변동, 혹은 환율 변화가

야기하는 생산·운영 비용 변동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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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금융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에 대한 고민은

오래전부터 학계에 존재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금융 흐름·요소를 반영

하지 못해 발생하는 공급사슬에서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였다. 현금 흐름을 고려한 공급사슬 내에서의 의사결정(Farris II

and Hutchson, 2002; Seifert et al. 2013), 환율 변동을 고려한 글로벌

공급사슬 설계(Breitman and Lucas, 1987; Kogut and Kulatilaka, 1994;

Cohen and Huchzermeier, 1999; Meixell and Gargeya, 2005; Goh et al,

2007; Tang and Musa, 2010) 등이 좋은 예시이다. 특히 운영관리 분야

에서는 금융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공급사슬 이슈들을 모델링(modeling)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기업들에게서 금융적 요소들은 재무부서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기업 일선에서 수행되는 공급사슬관리 의사

결정에는 널리 활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IT 솔루션이 출시되고, 학계와 현장에서 이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공급사슬 비용(cost)의 점차적인 증가도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킨 주요 원인이다. 인건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름값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환율의 예기치 못한 변동

으로 인한 제품 생산 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공급사슬에서 발생

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Silvestro and Lustrato, 2014; Large and Large, 2010; Richman and

Mutter, 2010).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슬 내 금융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급사슬에서 금융 흐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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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들에 관해 잘 관리하는 것은 공급사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

시킬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다(Gomm, 2010).

이에 금융 흐름을 비롯한 금융적 요소들을 공급사슬관리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공급사슬 전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Alvarenga,

2011; Honig et al., 2013; Popa, 2013). 새로운 형태의 공급사슬관리 전략

은 그동안의 선행 연구에서 금융공급사슬관리(Financial Supply Chain

Management, FSCM), 공급사슬금융(Supply Chain Finance, SCF), 금융

사슬관리(Financial Chain Management, FCM)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

되었다. 선행 연구에서의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 전략은 여러 형태로

정의되었지만, 기존 공급사슬관리에 금융 흐름이나 금융 기법 등 금융적

요소를 추가하여 공급사슬 효율성 개선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금융과 결합된 새로운 공급사슬관리 전략은 현장관리자들(practitioner)

에 의해서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Blackman et al.(2012)은 금융공급

사슬관리에 대한 고찰이 현장관리자들에 의해 먼저 이루어졌다고 언급

하였으며, Gelsomino et al.(2016)은 금융공급사슬관리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명 컨설팅 기업, 리서치 기관

및 대형 은행들은 금융공급사슬관리나 공급사슬금융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Euromoney, 2007; Euromoney, 2011;

Accenture, 2011; IndustryWeek, 2013; Deloitte, 2013; Euro Banking

Association, 2014; McKinsey, 2015; Aberdeen, 2016). 국내에서도 2009

년 한국은행이 공급사슬금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주한

것을 비롯하여 대형 은행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함유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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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학계에서도 이와 같은 관심에 부응하여 금융공급사슬관리(FSCM)이나

공급사슬금융(SCF)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핀테크의 발전으로 인해 공급사슬금융을 지원하는 IT 솔루션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더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Ventura

et al., 2015). 하지만 금융공급사슬관리의 다양한 메카니즘이나 기존

공급사슬관리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전반적인

이론 체계가 부재하다. Gelsomino et al.(2016)은 현재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 연구에서 가장 부족한 점은 전반적인 이론 체계가 아직 완성

되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이론 체계의 부재

가 학계와 기업 현장에서의 금융공급사슬관리 활용에 대한 인식 차이 및

도입 지연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효율적인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 및 실용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솔루션

제공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로 실증적 연구(empirical research)가 부족하다. 최근 많은

운영 관리 연구자들이 공급사슬 내 현금 흐름과 금융 요소의 접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Seifert et al., 2013). 하지만 아직 실증적 검증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Gelsomino et al., 2016). 공급사슬금융이나 금융

공급사슬관리는 최근에서야 각광받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 사례는 많지 않다. 때문에 탐색적인 사례 조사(expl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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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나 개념적 연구(conceptual research)가 현재까지의 실증적

연구를 위한 주된 연구 방법이었다. 공급사슬에서의 금융관리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처럼 보인다(Wuttke et al., 2013a;

Wuttke et al., 2013b).

세 번째로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Gelsomino et al.(2016)은 공급사슬금융 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 중 하나는 새로운 공급사슬관리 전략이 공급사슬성과,

특히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금융공급사슬관리의 핵심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들은 일부

수행되었지만, 공급사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

한 문헌은 매우 드물다. 이와 같은 부재가 금융공급사슬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도입이 지체되는 가장 큰 이유

일 것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도입 효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전략

에 대한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현장에서 금융공급

사슬관리, 혹은 공급사슬금융을 접목시키는데 많은 망설임이 발견되며,

이와 같은 망설임이 도입 지연을 야기하고 있다(Wuttke et al., 2013a;

Wuttke et al., 2016).

Seifert et al.(2013)에 따르면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에 대한 다양

한 분야에서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재무 분야의 연구자들은 물론,

경제학과 마케팅 연구자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관리

분야 연구자들의 관심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Protopappa-Sieke

and Seifert, 2010). 금융 흐름은 공급사슬관리와 구매, 물류 관리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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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운영관리 연구자들의 관심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Mentzer, 2001).

3. 연구의 목적

먼저 우리는 현재까지 금융공급사슬관리(FSCM), 공급사슬금융(SCF),

혹은 금융과 공급사슬의 융합에 대해 진행된 선행 연구들을 조사하여

금융공급사슬 및 금융공급사슬관리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또한 핵심

프로세스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정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들을 종합하여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금융 관점

(finance oriented perspective)과 공급사슬관점(supply chain oriented

perspective)에서 정의하였다. 특히, 공급사슬관점에서 정의된 개념을

금융공급사슬관리(FSCM)라고 지칭하여 본 연구를 위한 용어 체계

(terminology)를 정립하였다. 본 연구의 노력을 바탕으로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가 통합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금융공급사슬관리가 공급사슬의 원가 경쟁력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여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향상시키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기존

공급사슬관리 이론이 발전했던 것과 유사하게, 금융공급사슬관리의 효율

적 운영이 공급사슬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더욱 많은

기업과 연구자들이 금융공급사슬관리에 대해 관심을 보일 것이다. 연구

모델 1은 금융공급사슬관리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 향상에 이바지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금융공급사슬관리는 기존 공급사슬

관리에서 주로 다루어지던 재화, 정보의 흐름 외에도 금융·현금 흐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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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단순히 금융공급사슬관리가 기업 성과

에 이바지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사슬의 원가 경쟁력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켜 성과 향상에 이바지하는지를 알아본다. 연구 모델 1

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금융공급사슬관리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연구 모델 2에서는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construct)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는 금융공급사슬

관리의 작용 메카니즘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 연구는 선행 문헌

에서 적극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작용 메카니즘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대표 표본 조사나

인터뷰를 활용한 분석을 넘어, 구조방정식·회귀 분석과 같은 통계적

기법을 통해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응답자는 대한민국 기업으로 제한되었지만 본 연구의 결과 향후 금융

공급사슬관리에 대한 실증 연구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모델 3에서는 기업들의 금융공급사슬관리 활용 수준

을 분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프레임

워크를 활용하여 기업들은 자신의 금융공급사슬관리 활용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인프라 및 실행 수준에 따라 어떤 영향

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많은 위기에 직면한다. 기업들은 위기

를 타개하기 위해 혁신(innovation)을 시도하거나 기존에 자신들이 비즈

니스를 영위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improvement)을 시도한다. 혁신을

시도하는 경우, 다양한 혁신 방안들 중 많은 기업들과 학자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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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방안에 대해서 기업들은 주로 관심을 기울인다. 효용성이 검증된

혁신 방안들을 더욱 깊게 탐구하여 자신들에게 적합한 혁신 방안을 선택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기업에 적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전략을 수립

하게 된다. 개선 방안 선정 및 적용도 비슷한 과정으로 전개된다. 다양한

개선 방안 중 다른 기업들과 학자들에 의해 효용성이 충분히 검증된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탐색하여 최종 개선 방안을 선정한다. 선택된 개선

방안을 깊게 연구하면서 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금융공급사슬관리는 혁신 방안인 동시에 개선 방안이다. 아직까지

기업들에게 생소한 다양한 금융 기법들을 적용하여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시킨다는 측면에서는 혁신 방안이다. 하지만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공급사슬관리의 효율성을 개선시키고 최적 의사 결정을 개선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개선 방안이다. 연구 모델 1은 기업들이 금융공급사슬관리의

효용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연구 모델 2는 효용성을 확인한

기업들이 혁신·개선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

다. 마지막으로 연구 모델 3은 기업들이 금융공급사슬관리를 최종 혁신

및 개선 방안으로 선택하여 기업 내 적용하고자 할 때 효과적인 전개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3가지 연구 모델을

통해 금융공급사슬관리를 통해 직면한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통합적인 청사진(blue print)를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2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본 연구는 금융과 공급

사슬의 결합에 관한 연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확장시킨다.

과거에는 공급사슬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관리 연구를 위해 인터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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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모델링, 개념적 탐구 등의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운영 관리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업간신용(trade credit) 연구에서는 모델

링(Charharsoogi and Heydari, 2010; Shi and Zhang, 2010; Kouvelis

and Zhao, 2012; Jahangiri and Cecelja, 2014)이나 개념적 탐구(Farris

Ⅱ and Hutchson, 2002; Randall and Farris Ⅱ; 2009) 방법을 많이 활용

하였다. 공급사슬금융 관련 연구에서는 세부적 연구 주제에 따라 개념적

연구(Hofmann, 2005; Pfohl and Gomm, 2009; Gomm, 2010), 인터뷰

혹은 사례 조사(More and Basu, 2011; Wuttke et al., 2013a; Esty et

al., 2016) 등의 연구 방법이 활용되었다. 금융공급사슬관리 관련 연구에

서는 개념적 연구(Sugirin, 2009; Popa, 2013; Silvestro and Lustrato,

2014)와 사례 조사(Blackman et al., 2013; Wuttke et al., 2013b) 등이

널리 활용되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가 이미 기업들이

일정 수준 활용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회귀분석, 군집분석 등의 통계

기법을 적용하여 금융공급사슬관리 작용 원리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관련 실증 연구의 부재는 그동안 많은 선행 연구에서 수차례

언급된 보완점이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선행 연구와의 가장 중요한

차별점이자 학문적 공헌점은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 혹은 금융공급

사슬 관리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결과를 제시하였다

는 것이다.

공급사슬 경쟁력 및 실행 방안이 기업의 재무적·운영적 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운영 관리 문헌에서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어온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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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러 공급사슬 경쟁력과 실행 방안들이 기업의 성과 향상에

이바지함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요 공헌점은 금융공급사슬관리를 공급사슬관리 실행 방안으로

추가하여 이와 같은 연구 흐름의 지평을 더욱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관리 분야 연구자들은 더욱 다양한 공급사슬

관리 실행 방안에 대해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체계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실증 연구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문헌 연구는 국내·외 여러 학술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진행

하였다. 금융공급사슬관리(Financial Supply Chain Management, 혹은

FSCM), 공급사슬금융(Supply Chain Finance, 혹은 SCF), 금융가치사슬

(financial value chain),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 등의 키워드를 가지

고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술 연구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컨설팅

회사, 리서치 기관의 보고서와 다양한 경제·경영 분야 매거진도 함께

검색하였다. 문헌 연구 초기에는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정의 및 운영 이슈,

핵심 프로세스들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에는 공급사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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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융 관리를 위한 세부 프로세스 규명과 작용 메카니즘에 대한 문헌

연구에 집중하였다. 금융공급사슬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금융과 공급사슬관리의 결합을 시도한 다양한 연구들도 문헌 연구 범주

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3가지 연구 모델로 이루어진다. 연구 모델 1에서는 금융

공급사슬관리의 실행이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과 조절 효과,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모델 2에서는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construct)를 규명하고 이들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해 살펴본다.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론으로 구조방정식을 선택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먼저 구조방정식은 탐색적, 확인적 성격이 혼합된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은 선행 이론에 근거한 확인적 연구

의 성격이 강하지만, 금융공급사슬관리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탐색적 연구의 성격도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모델에 대한 탐색이 가능한 방법론을 고려하였다. 둘째, 구조

방정식 분석은 관측변수의 측정 오차까지 고려한다. 이에 비해 회귀분석

에서는 관측변수의 측정 오차를 무시한다. 본 연구의 주제가 아직 기업

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주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측 시 발생하는

측정 오차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고려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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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표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

방정식을 활용할 때에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이 어느 정도 잘 측정되었는가를 살펴본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전통적

인 통계분석에서 사용되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비해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어 더욱 정교하다고 평가된다(배병렬, 2017).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and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

(two-step approach)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먼저 실시한 후 구조

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얻어진 결과를 이용

하여 사용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1단계 접근법에 비해, 2단계 접근

법은 구조모형과 측정모형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배제하여 모델의 신뢰성

을 더욱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은 다중적인

관계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 과제 중 하나는

금융 공급사슬관리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메카니즘의 규명이다. 구조

방정식에서는 회귀분석과는 달리 다중적이고 병렬로 설정된 가설들에

대한 동시 검증이 가능하다.

연구 모델 3에서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과 일원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활용한다.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인프라(infra) 및

실행(practice) 수준에 근거하여 응답 기업들을 복수 군집(cluster)으로

분류 가능한지 살펴본다. 또한, 금융공급사슬관리 인프라 및 실행 수준에

근거하여 분류된 기업들이 실제로 금융공급사슬관리 성과에 차이를 나타

내는지를 분석한다. 군집분석은 응집법(agglomerate method)을 활용한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과 비계층적 군집분석

(non-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이터부터 최초의 군집에 포함시키고,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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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데이터를 포함시켜 확장된 군집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최종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1개의 군집을 형성한다(이군희, 2008). 계층적

군집분석을 시행한 후, 덴드로그램(dendrogram)과 군집화 스케줄

(agglomerate schedule)을 활용하여 수집된 표본에 대한 최적 군집수를

결정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에서 도출된 군집수를 파라미터로 활용하여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비계층적 군집분석은 초기에 임의로

결정한 군집에서 시작하여 일정한 규칙에 의해 군집을 변화시키면서

군집 변화가 없을 때까지 군집화를 반복하는 방법이다(이군희, 2008).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시행하여 최종군집중심값을 도출 하였고, 최종군집

중심값에 기인하여 각 군집의 특징을 규명하였다. 또한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하여 군집 간 금융공급사슬관리 성과 레버리지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탐색적·확인적 요인

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계층적·비계층적 군집분석, 일원분산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2.0이 활용되었으며,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모형 구축 및 분석에는 IBM AMOS 22.0이 활용

되었다.

실증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2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국내 중소기업·대기업에 종사하는 41명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파일

럿 테스트(pilot test)를 실시하였다. 1단계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설문 문항을 개선하였다. 개선

된 설문 문항을 이용하여 263명에 대한 2단계 데이터 수집을 실시하였

다. 각 연구 모델은 개별적으로도 충분한 시사점을 보이지만, 3가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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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시사점을 결합하여 기업들에게 공급사슬에서의 효율적 금융 관리

를 위한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2. 연구 구성 체계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이루어진다. 각 장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는 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에 대해 제시한다.

2장에서는 그동안 운영 관리 분야에서 금융 분야와의 교차점이 발생한

연구에 대해 고찰하고,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출현 배경과 정의에 대한

문헌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금융공급사슬관리가 선행 연구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정의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금융공급사슬관리 관련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과

제안된 연구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금융공급사슬관리에

대한 실제 사례 조사(case study)를 통해 연구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

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3가지 연구 모델을 제시한다. 첫 번째 연구 모델

은 금융공급사슬관리가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여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향상시키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두 번째 연구

모델은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 간 작용 메카니즘에 대한

실증연구(empirical research)이다. 세 번째 연구 모델은 금융공급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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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활용 정도에 따른 기업 클러스터링 및 유형에 따른 성과 차이 검증

이다. 3장에서는 각 연구 모델의 잠재 변수, 측정지표, 개념적 연구 모형,

가설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된 데이터 수집 과정 및 결과를 제시한다.

2단계에 걸쳐 수집된 데이터의 기술적 특성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3가지 연구 모델의 타당성∙신뢰도 분석 및 가설 검정 결과

를 제시한다. 연구 모델 1과 연구 모델 2가 실제로 구조방정식에서 어떻

게 구현되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구조방정식 검정 결과 및 결과가

내포하는 바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모델 3에서 수행된 군집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군집 간 성과 레버리지 차이가 유의미한지에 대한

분산분석 수행 결과를 제시한다.

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논의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3가지 연구 모델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금융공급사슬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 외

에도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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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제 1 절 공급사슬의 재무적 성과 측정

전통적인 공급사슬관리 연구에서 금융/재무적 개념을 사용한 가장

일반적인 예시는 공급사슬관리를 통한 재무적 성과 향상을 분석한 연구

들이다.

Christopher(1998)와 Johnson and Templar(2011)는 공급사슬관리가

기업의 수익성(profitability), 유동성(liquidity), 생산성(productivity), 자산

활용 정도(asset utilization)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익성,

유동성, 자산 활용 정도는 재무적 측면에서의 공급사슬관리 성과이다.

Lambert and Pohlen(2001)는 기존에 많이 활용되던 공급사슬관리 성과

측정 메트릭스(matrics)가 물류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공급사

슬의 수익성이나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주주에게 전달되는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재무적 측면을 강조

한 공급사슬관리 성과 측정 메트릭스를 제시하였다. Ceccarello et

al.(2002)은 공급사슬관리 실행에 의해 일반적으로 5가지 재무 지표가

영향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5가지 재무 지표는 재고보유일(days

of inventory), 외상매출채권 보유일, 외상매입채권 보유일, 투자자본수익

률(return on investment), 총자산회전율(asset turnover)이다. Friscia et

al.(2005)은 공급사슬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적 연구에서 공급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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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자산수익률(Return On Asset, ROA), 재고

회전율(inventory turns), 기업성장률을 활용하였다. Hofmann(2005)은

공급사슬의 재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익성(profitability)과 유동

성(liquidity)이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uillen et al.

(2007)은 공급사슬의 현금 흐름과 자산관리수준을 이용하여 공급사슬

성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Protopappa-Sieke and Seifert

(2010)는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위해 운영 관리 성과평가지표와 재무성과

평가지표를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금융·재무 관련 지표는 공급사슬 모델링 연구에서 더욱 활발히 사용된

다. 공급사슬의 다양한 최적화 문제를 분석할 때 공급사슬 소요비용이나

공급사슬 수익성 등이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되었다. 일부 연구들은 공급

사슬의 최적 재고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모델링을 실시할 때 공급사슬

소요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수익을 최대화하는 식으로 목적 함수(objective

function)을 설정하였다(Altiok and Ranjan, 1995). 일부 연구들은 최적의

생산·물류 스케줄을 알아보기 위한 최적화 문제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Williams, 1981; Cohen, 1990) 방식으로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급사슬의 최적화 문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목적 함수의 형태는 비용(cost)을 최소화하거나 수익

(profitability)을 최대화시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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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금융 기법을 활용한 재고관리

일부 연구들은 금융 기법이나 금융 상품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운영

관리 선행 연구들을 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금융 상품을 이용

하여 어떻게 공급사슬 리스크를 헤지(hedge)하고, 최적의 재고관리 및

효율적 계약 체결을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 주로 탐구하였다. Gaur

and Seshadri(2005)는 금융 상품을 이용하여 재고 관련 리스크를 어떻게

헤지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Caldentey and Haugh(2006)

는 금융자본시장을 통하여 공급사슬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자본 시장을 활용하여 어떻게 공급사슬 최적화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금융 헤지 기법을 이용한 공급계약 효율

화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Ding et al.(2007)은 글로벌 마켓에

서 어떻게 금융과 생산관리의 리스크 헤지 결정을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Van Mieghem(1999)은 금융 상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어떻게 공급사슬 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 3 절 공급사슬관리와 금융 간 인터페이스

일부 선행 연구들은 공급사슬관리와 금융 간 인터페이스(interface) 및

교차점(intersection)에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두 분야의 융합

(integration) 및 상호 작용(interac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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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fmann(2005)은 금융(finance)과 운영 관리(operations management)

간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금융(finance)

과 물류 공급사슬관리의 교차점은 금융 분야에서는 투자(investment),

파이낸싱(financing), 회계(accounting)이며, 운영 관리 분야에서는 구매

(procurement), 생산(production), 판매(sales)라고 설명하였다. 금융과

운영관리의 교차점이 미래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Silvestro and Lustrato(2014)는 금융공급사슬은 일반적으로

재화(goods) 및 정보(information) 공급사슬과 병행하여 존재한다고 하였

다. 금융공급사슬과 재화 및 정보 공급사슬 간의 통합(integration)이

공급사슬의 최적화를 위해 무척 중요하며, 공급사슬 전체 통합(supply

chain integration)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Wuttke et

al.(2013a)은 공급사슬금융 도입과 관련된 메카니즘을 분석하면서 어떠한

이유로 일부 기업들은 도입에 더욱 적극적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Wuttke et al.(2013a)은 물류(logistics)와 금융(finance) 사이의 인터페이

스(interface)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였다. 또한 공급사슬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구매, 물류, 금융 분야의 범기능적(cross-functional)적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협력 및 분야 간의 교차

점은 금융 기관 및 물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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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공급사슬 내 금융·현금 흐름

많은 연구들이 공급사슬관리에 있어서의 금융 흐름(financial flow)

혹은 현금 흐름(cash flow)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Bowersox and Closs

1996; Mentzer et al., 2001; Hofmann and Kotzab, 2010; Gupta and

Dutta, 2011). Hofmann(2005)은 공급사슬에 존재하는 금융적 자원

(financial resource)의 흐름이 점차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

서 항상 현금 흐름과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의 금융 측면에서의 영향을

염두에 두고 공급사슬관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fohl and

Gomm(2009)은 재고수준 최적화를 위해 물리적인 재화의 이동만을 중시

하던 기존의 공급사슬관리를 넘어서, 공급사슬에서 움직이는 현금(cash)

을 관리하고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Mathis and Cavinato(2010)는

금융적 요인(financial factor)들이 글로벌 공급사슬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금융적 요인들은 돈의 시간적 가치(time

value of money), 부서 간 현금 흐름, 비용 발생, 공급사슬에서의 투자

관리, 외상어음에 대한 처리 방법, 외상어음 지불 및 회수 기간 등을

포함한다. More and Basu(2011)는 공급사슬 내 금융 흐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부터 많은 미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공급사슬이 금융 흐름과 관련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도 주장하였

다. Wuttke et al.(2013b)은 공급사슬관리를 상품, 정보, 금융의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해 공급사슬 참여 객체들 간의 역할을 조정하고 상호협력

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Gelsomino et al.(2016)은 기업들은

공급사슬관리를 통해 제품, 정보, 금융 흐름을 동시에 관리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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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언급하였다. 세 흐름간의 조정(alignment)을 통해 공급사슬의 현금

흐름관리(cash flow management)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금 및 금융 흐름에 대한 개념적인 분석 및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 외에도 현금 및 금융 흐름에 대한 모델링을 시도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 Pfohl and Gomm(2009)은 공급사슬금융이 공급사슬에

가져오는 이익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일반적 형태의 공급사슬금융 솔루션

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시도하였다. Raghavan and Mishra(2011)는

적정한 가정 아래서 시행된 공급사슬금융 활용이 개별적으로 금융 기관

과의 거래를 통해 파이낸싱을 시도한 경우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Palia and Sopranzetti(2004)는 공급사슬금융 중 하나

의 기법인 팩토링(factoring)이 공급사슬에 가져오는 이익을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보여주었고, Lee and Rhee(2011)은 공급사슬금융의 한

영역인 기업간신용(trade credit)이 공급사슬의 효율적 조정(coordination)

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분석적 모델링(analytical modeling)을

통해 보여주었다.

Jahangiri and Cecclja(2014)은 정수계획법(integer-programming)을

사용하여 기업 간 지불액의 현재 가치(net present value)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불 스케줄을 모델링하였다. 이 연구에서 송장(invoice)에 명시된

금액에, 금액이 지불되는 기간에 따라 할인(discount) 혹은 페널티

(penalty)가 적용된다. 또한 1명의 기업에게 발생하는 현금 유입(input)과

현금 유출(output)을 모델링하여 순이익(profit = input - output)을 최대

화하는 정수계획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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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의 중요성 대두

공급사슬관리는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처음 공급사슬관리가 태동

하였을 때에는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모든 계획의

수립은 유형적으로 형태를 갖춘 물리적 재화, 즉 원자재, 부품, 완제품

등의 이동에 기반하였다. 때문에 낭비·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최적입지

선정, 재고관리, 생산계획수립 등이 공급사슬관리의 최대 이슈였다. 1990

년대 들어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IT 기술의 발전은 이전

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시기 공급사슬관리는

정보 공급사슬관리라고 불린다. 공급사슬 객체들 간의 정보 흐름이 강조

되고, 정보에 기반한 최적계획수립, 구매자-공급자 협력관계구축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다. 최근 이와 같은 정보 공급사슬관리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급사슬관리란 기업의 운영관리전략이다.

정보 공급사슬관리를 운영하며 공급사슬 전역에 걸쳐 수집된 광범위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공급사슬 책임자는 이러

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최적화에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

하게 되었다. 정보 공급사슬관리가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는 기존 공급

사슬관리가 ‘현금 흐름’ 혹은 ‘금융’이라는 요소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대두되었다. 이에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정보 공급사슬관리에서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금융 혹은 돈·운전자본 등의 요소를 공급사슬

의사결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반적으로

공급사슬에서 돈의 흐름은 실제적인 재화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일어

나기 때문에 효과적인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를 위해서는 2가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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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현금 관리,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하여 의사결정 효율성을 개선시킬 필요

가 있다.

표 2-1은 액센추어(Accenture, 2011)에서 발표한 공급사슬의 발전

모습이다. 1980년대까지는 물리적 공급사슬관리의 시대였다. 이 시기에는

공급사슬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 선정, 프로세스 최적화 등이

중시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정보 공급사슬관리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공급사슬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스케줄링

(scheduling), 공급사슬통합, 공급사슬 의사결정 등이 강조되었다. 2000년

대 이후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시대(finance phase)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

에는 공급사슬 내 금융 기법의 활용을 강조하며, 기존 공급사슬과의

조화가 강조된다.

Phase 시 기 정 의

Finance phase 2000년 ~ 현재
최적의 금융 관리 구조 및 기존 물류

공급사슬관리와의 조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임

Information

phase
1980년 ~ 1990년대

플래닝(planning), 공급사슬통합, 의사결정 효율화를

위한 정보에 기반한 최적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관심임

Physics phase Pre ~ 1980년
물류비용과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

입지선정과 운영이 최우선 관심임

[표 2-1: 공급사슬관리의 발전, 출처: 액센츄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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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금융공급사슬관리(FSCM)

금융을 강조한 새로운 공급사슬관리에 대한 연구는 최근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합의된 용어 체계(terminology)를

갖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금융 관리를 강조한 신규 공급사슬관리

전략에 대한 하나의 보편적 정의 역시 부재하다(Blackman et al., 2012).

금융을 강조한 공급사슬관리 전략은 선행 연구에서 금융공급사슬관리

(Financial Supply Chain Management, FSCM), 공급사슬금융(Supply

Chain Finance, SCF), 금융사슬관리(Financial Chain Management,

FCM)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진다.

Sugirin(2009), Popa(2013), Weiss(2014)와 같은 연구자들은 금융공급

사슬관리를 공급자와 구매자 간 정보·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솔루션이라고 정의하였다. 함유근(2009)은 금융공급사슬관리를 공급사슬

참여자들 간의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라고 정의하였다. 금융

공급사슬관리는 구매기업에게 제품을 판매한 후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기업들이 실제 제품대금을 지불받을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현금 유동

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

스/상품들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Accenture(2011)는 금융공급사슬관리는

금융 및 금융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기법들을 공급사슬

에 적용시킨 차세대 공급사슬관리 기법이라고 소개하였다. 1세대 물리적

공급사슬 시대, 2세대 정보 공급사슬 시대를 거쳐 3세대 공급사슬 시대

에서는 금융공급사슬관리가 활용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Blackman et

al.(2013)은 금융공급사슬을 기존 공급사슬 영역을 금융 기관과의 관계까

지 고려하여 확장시킨 새로운 공급사슬이라고 소개하였다. 이러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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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금융공급사슬관리를 통해 기업들은 공급사슬 내 금융 관련 요소들

에 대한 효율성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된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를 표 2-2에

정리하였다.

Gelsomino(2012)는 공급사슬금융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금융

관점(finance oriented perspective)에서 공급사슬금융을 정의하였으며,

두 번째 그룹은 공급사슬관점(supply chain oriented perspective)에서

공급사슬금융을 정의하였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대표적인 연구에는 Camerinelli(2009), Chen

and Hu(2011), Lamoureux and Evans(2011), More and Basu(2011) 등

이 있으며,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대표적인 연구에는 Hofmann(2005),

Pfohl and Gomm(2009), Gomm(2010), Grosse-Ruyken et al.(2011),

Wuttke et al.(2013a) 등이 있다. 금융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공급사슬

금융을 구매기업이 사용하는 일련의 금융 기법들, 특히 역팩토링(reverse

factoring) 형태로 진행되는 외상어음을 처리하기 위한 금융기법에 국한

시켰다. 공급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재고를 고려한 공급사슬 내

운전자본 흐름의 최적화를 추구하며, 파이낸싱 기법을 외상어음뿐 아니

라 기업의 모든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Gelsomino(2016)는

2가지 다른 관점의 존재로 인해 선행 연구들을 집대성하기 어려움을

밝혔으며, 2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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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정 의 연 구 연도

SCF

“Located at the intersection of logistics, supply chain management, collaboration, and finance, supply

chain finance is an approach for two or more organizations in a supply chain, including external service

providers, to jointly create value through means of planning, steering, and controlling the flow of

financial resources on an inter-organizational level.”

Hofmann 2005

FSCM
“FSCM refers to a specific set of solutions and services to expedite the flows of money and data

between trading partners, ie buyers and suppliers, along the supply chain.”
Sugirin 2009

SCF

“SCF is the inter-company optimization of financing as well as the integration of financing processes

with customers, suppliers, and service providers in order to increase the value of all participating

companies.”

Pfohl and Gomm 2009

FSCM

“FSCM은 지급결제의 형태이건, 혹은 단기 금융의 형태이건, 공급사슬 내부 참여자들 간의 현금 흐름(cash

flow)을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공급사슬을 위한 자본 및 자금조달의 평균

비용에 초점을 두고 전체 사슬에 걸친 재무비용을 줄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함유근 2009

FSCM

“A centralized financial management holistic approach to the entire supply chain across activities

instead of focusing only on specific segments represents best practice in optimizing the results of

global supply financial management. Finance is embedded in every step of the supply chain and should

not be restricted to being managed in activity silos, but should also be integrated across the entire

global supply chain on a continuous basis if an optimal solution is desired.”

Mathis and

Cavinato
2010

FSCM

“We are seeing the birth of the third generation of SCM - one focused on expanding techniques

developed in the fields of Finance and Financial Risk Management and integrating them into what can

be called financial SCM(FSCM)."

Accentur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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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CM

"Financial Supply Chain is the network of organizations and banks that coordinate the flow of money

and financial transactions via financial processes and shared information systems in order to support

and enable the flow of goods and services between trading partners in a product supply chain."

Blackman et al. 2012

FSCM

“FSCM allows companies to manage and optimise cash flows and financing across the value chain.

Sustainable improvements across the supply chain can be achieved by using commitments in the value

chain.“

Deloitte 2013

FSCM

“FSCM consists of the holistic and comprehensive activities of planning and controlling all financial

processes, which are relevant within a company and for communication with other enterprises. The

financial supply chain is different from the physical supply chain as it deals with the flow of cash

instead of goods, being a flow with an opposite direction."

Popa 2013

SCF
“SCF is a new way of organizing the financial flows along the supply chain that does not affect the

tangible product among supply chain partners as such, it qualifies as process innovation.”
Wuttke et al. 2013a

FSCM
“FSCM is optimized planning, managing, and controlling of SC(supply chain) cash flows to facilitate

efficient supply chain material flows.”
Wuttke et al. 2013b

· FSCM : Financial Supply Chain Management, SCF: Supply Chain Finance

[표 2-2 :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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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행 문헌에서 밝혀진 한계점과 정의들을 종합하여 표

2-3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공급사슬에서

의 금융 관리에 대한 연구가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는데 동의한다.

첫 번째 유형은 공급사슬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금·금융 흐름에만 초점을

맞춘 금융관점(finance oriented perspective)에서 수행된 연구이며, 두

번째 유형은 현금·금융 흐름뿐만 아니라 금융 기관과의 관계까지 공급

사슬 영역을 확장하고 도산리스크, 환율, 파이낸싱 등 금융적 요소들을

고려하되 기존 공급사슬과의 조화(coordination)까지 강조한 공급사슬

관점(supply chain oriented perspective)에서의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2가지 유형 중 공급사슬관점에서의 연구와 궤를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사슬관점에서 수행된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를 금융

공급사슬관리(Financial Supply Chain Management, FSCM)라고 지칭할

것이다.

관 점 Scope 용 어 관련 분야

금융

관점

공급사슬 내 금융 흐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융

프로세스 및 기법

공급사슬금융

(Supply Chain Finance)

기업간신용

(trade credit)

재무, 금융

마케팅

운영 관리 모델링

공급

사슬

관점

공급사슬 내 금융 흐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기법의

활용, 금융 기관과의 관계,

리스크 관리, 물리적 & 금융

공급사슬의 조화(alignment)까지

고려하여 기존 공급사슬관리의

영역을 확장한 프로세스·전략

공급사슬과 금융 간

인터페이스(interface),

접목(intergration)

금융공급사슬관리

(Financial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사슬금융

(Supply Chain Finance)

운영 관리 개념연구

운영 관리 실증연구

[표 2-3 :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에 대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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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에서 공급사슬금융이란 용어는 2가지 관점 모두를 위해 사용

되고 있다. 금융관점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공급사슬금융이란 용어를

기업간신용(trade credit)과 유사하게 외상어음 처리를 위한 금융 기법,

특히 역팩토링에 한정지어 사용하였다. 이에 비해 공급사슬관점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사용된 공급사슬금융은 더욱 확장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에서 공급사슬금융은 금융공급사슬관리와 유사하게 공급사슬

내 이루어지는 금융 흐름까지 고려하고 다양한 금융 기법을 접목한 확장

된 공급사슬관리를 의미한다.

제 7 절 재무 분야에서의 공급사슬금융(SCF)

운영 관리 분야에서 수행된 공급사슬금융 관련 연구는 6절에서 자세히

언급되었다. 본 절에서는 재무 분야에서의 공급사슬금융이 어떻게 정의

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재무 분야에서는 공급사슬금융을 기업의 파이낸싱(financing)을 용이하

게 해주는 금융 기법으로 정의한다. EBA(Euro Banking Association)는

공급사슬금융을 공급사슬 내 유동성과 운전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용되는 금융 기법 및 상품이라고 정의하였다. EBA에 따르면

공급사슬금융은 기업에서 발생한 회수되지 못한 매출액에 대한 조기

상환을 용이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World Economic Forum, 2014)은 공급사슬금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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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기업이 주도하는 운전자본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기법의

하나라고 정의하였다. 공급사슬금융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급기업

과 구매기업의 협력과 공급사슬 통합이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2014)에 따르면 공급사슬금융을 통하여 공급자들은

송장(invoice)에 대한 이른 지급(early payment)을 할인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송장에 기재된 원 지급일과 이른 지급일 사이의 프로세스는

금융 기관 혹은 제 3의 솔루션 제공업체에 의해 주도된다.

Supply Chain Finance

Accounts Payable-centric Accounts Receivable-centric

- Approved Payables Finance

(also know as Reverse Factoring

or Confirming)

- Receivables Purchase

- Invoice Discounting

- Factoring

- Forfaiting

Other SCF Related

- Pre-shipment or Purchase

Order-based Finance

- Inventory Finance

(including Warehouse Finance)

- Documentary Trade Finance

- Bank Payment Obligation

- Asset-based Lending

- Payments and Foreign Exchange

[표 2-4 : 재무적 관점에서의 공급사슬금융 분류, 출처: EBA, 2014]

재무 분야에는 기업간신용이라는 금융 상품이 있다. 금융 기관이

기업의 신용(credit)에 근거하여 파이낸싱 혹은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

기법이다. 기업간신용은 여러 형태를 가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매

기업에 의해 요청되는 어음 결제 기간의 연기, 공급기업에 의해 요청되

는 즉각적인 결제대금의 지급 등이 널리 활용된다(김영길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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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재무 분야에서의 공급사슬금융은 기업간신용을 금융 기관과

의 역할까지 고려하여 확장시킨 개념으로 인식된다. 공급자와 구매자를

중개하여 즉각적 지불이나 결제 기간 연기 등을 제공하고, 필요한 기업

에 추가적인 펀딩(funding)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Euro

Banking Association, 2014)

제 8 절 기업 사례

몇몇 선행 문헌들은 금융공급사슬관리 활용과 관련된 실제 기업 사례

를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재인용하였다.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 금융공급사슬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Blackmann et al.(2012)은 1976년 ~ 2010년 사이 금융공급사슬을 구축

한 모토로라 사례를 소개하였다. 모토로라는 일찍부터 자신들이 노출된

금융 관련 리스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의 지사(entity)를 가지고 있던 모토로라에서는 다양한 통화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거래 계약 후 실제 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환율 변동이

발생할 수 있었고, 이에 모토로라는 집중화된 넷팅(centralized netting)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집중화된 넷팅 시스템에서는 모토로라의 모든

지사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통화 거래를 종합하여 (1) 외상매출금

(receivable)과 지불금액(payment)을 상쇄(offset)시켜 거래 규모를 최소

화시키고, (2) 모토로라와 외부 공급자 사이에서 해외 통화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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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들을 넷팅시켜 해외통화 거래 발생 빈도를 최소화시켰다. 모토로라

는 1993년까지 약 1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글로벌

넷팅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모토로라는 정확하지 않은 결제 정보가 넷팅 시스템 효율성을 저해한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운영 관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계

적 품질 관리 기법인 식스 시그마(six sigma)를 금융 정보 품질 관리에

적용하였다. 당시 식스 시그마 기법을 금융·재무 부서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식스 시그마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지불(payment)

에 필요한 정보의 정확성은 빠르게 향상되었다.

모토로라는 2005년 생산 통제 시스템(production control system)과

금융·재무 시스템을 동일한 장소에 위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일반적으

로 결제는 생산 및 공급사슬관리 활동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생산

통제 시스템과 금융·재무 시스템은 동일 데이터를 공유한다. 두 부서를

물리적으로 가깝게 위치시켜 정보 공유 속도를 높이고 정확성을 향상

시켰다.

모토로라는 1999년 ~ 2001년 사이 오라클(Oracle)사의 ERP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기업에 동일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착시켰다. ERP의 도입은 시스템 표준화 및 자동

화, 동일 정보 공유 등을 가능하게 하여 모토로라가 제조공급사슬과

금융공급사슬을 통합(integration)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모토로라는

이와 같은 성공에 힘입어 공급사슬의 모든 참여자를 아우르는 금융 공급

사슬 구축을 시도하였다. 모토로라가 구상한 금융공급사슬은 고객, 공급

기업, 모토로라의 주거래 은행, 공급기업의 거래 은행들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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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은 당시 모토로라의 금융공급사슬 운영 방식을 보여준다. 모토

로라의 전 지점에서 ERP 시스템을 통해 표준화된 데이터가 모토로라의

넷팅 및 결제 시스템에 제공되었다. 집중화된 넷팅 시스템에서 상쇄·

넷팅 프로세스를 걸쳐 지불이 확정된 거래들에 대한 정보가 모토로라

트레져리(treasury) 부서로 보내진다. 트레져리 부서는 기업의 모든 금융

흐름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지불 요청(payment order)을 주거래 금융

기관인 J.P. Morgan으로 발송하였다.

Blackmann et al.(2012)은 모토로라가 금융공급사슬(financial supply

chain)과 제조공급사슬(manufacturing supply chain) 사이의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y)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하였다. 모토로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금융·재무 시스템은 공급사슬에서 얻어지는 데이

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제조 시스템과의 조화

속에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2-1: 모토로라의 금융공급사슬관리, 출처: Blackman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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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버드비즈니스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에는 프록터앤

겜블(P&G)의 공급사슬금융 사례가 소개되었다. 2013년 P&G는 공급자들

에게 지불하는 외상매입채권의 지불 유예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발표

하였다. 기존에 45일 하던 지급 기간을 75일로 연장하였다. 이와 동시에

P&G와 거래하는 공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급사슬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외부 비즈니스 파트너(External Business Partners, EBP)라

고 불린 P&G 공급업체들은 공급사슬금융에 참여한 금융 기관(은행)으로

부터 외상어음에 대한 이른 지급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받았다. 공급업체

들은 P&G에서 승인한 송장에 대해 15일 이내 P&G의 주요 거래 은행

으로부터 지불 금액에 대한 이른 지급을 제안받았다. 이른 지급을 승인

할 경우, P&G와 상호 합의한 지불 금액이 어느 정도 할인되었다. 이른

지급에 대한 할인율은 공급업체의 신용도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P&G의 신용도에 의해 산출되었다. P&G는 세계 최대의 소비재 기업으

로서 매우 좋은 신용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거래업체들은 상당히

좋은 이자율로 공급사슬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P&G는 공급업체 선정, 관계 유지, 공급업체로부터의 재화 이동에만

신경을 쓰는 기존 물류 공급사슬관리에서 진일보하여 공급업체와 구매

업체(P&G) 사이의 현금 이동까지 고려하여 공급사슬관리 최적화를 도모

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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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P&G의 공급사슬금융(SCF), 출처: Esty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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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모형

제 1 절 연구 모델 1

1. 연구 목적

연구 모델 1은 금융공급사슬관리(FSCM)가 공급사슬의 원가 경쟁력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여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에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금융공급사슬관리는 기존 공급사슬관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

라 상호 보완한다. 초기 공급사슬관리는 재화의 흐름에만 관심을 기울였

다. 이후 재화를 교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의 흐름이 공급사슬 최적

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정보 공급사슬관리가 표준

화된 이후 공급사슬관리 연구들은 재화와 정보의 흐름 간 효과적 조화

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였다. 금융공급사슬관리의 발전도 유사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금융공급사슬관리는 재화, 정보의 흐름 외에 금융 흐름

및 금융적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기존 공급사슬관리와의

조화 및 상호 보완이 무척 중요하다. 기존 공급사슬과의 조화를 위해서

는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실행이 기존 공급사슬의 경쟁력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이나, 상호 작용을 통해 어떻게 기업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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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부터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

과 연구자들이 금융공급사슬관리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2. 변수 설정

금융공급사슬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금융공급사슬관리를

위한 2가지 주요 실행 방안(practice)을 규명하였다. 주요 실행 방안 1은

금융 기법의 활용(financial instruments/tools utilization)이며, 주요 실행

방안 2는 현금 로지스틱스(cash logistics)이다.

2.1 금융 기법의 활용 수준(level of financial instruments/tools

utilization)

연구 모델 1에서의 금융 기법은 주로 기업간신용(trade credit)과 공급

사슬금융(SCF)을 의미한다. Pfohl and Gomm(2009)은 공급사슬금융은

공급사슬 파이낸싱 프로세스의 통합과 최적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공급사슬 내 모든 참여자들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Wuttke et al.(2013b)은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주요 실행 방법 중 하나로

공급사슬금융(SCF), 역팩토링(reverse factoring), 재고기반 파이낸싱

(inventory financing)에 대해 연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급사슬금융을

사용하는 주요 목적은 공급사슬 객체 간 이루어지는 돈의 흐름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전체 공급사슬을 최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공급

사슬금융은 구매기업들에게 지불 유예 기간을 늘려주고, 공급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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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조건으로 파이낸싱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공급사슬의

전체 성과를 향상시킨다(More and Basu, 2011; Wuttke et al., 2016).

Gelsomino et al.(2016)에 따르면 2008년 금융 위기 후 유동성 위기 등을

겪은 기업들이 운전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공급사슬금융은 기업의 금융 흐름

(financial flow)을 최적화하기 위해 시작된 기법이라고 한다. 공급사슬

참여자들의 협력을 통해 잘 수행된 공급사슬금융은 효율적인 운전자본

관리, 낮은 이자 비용 등의 이득을 가져오고 이는 공급사슬의 재무성과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2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level of cash logistics

management)

금응 흐름 관리를 위한 IT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관련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가시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업 구성원들

이 이러한 시스템·프로세스를 활용하지 않으면 현금 로지스틱스의 효율

성은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 현금 로지스틱스는 실제로 기업 구성원들

이 공급사슬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현금 흐름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

으로 수행하는지 여부이다. 연구 모델 1에서 사용된 현금 로지스틱스는

단순히 기업의 현금, 단기성 현금 자산의 관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고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같이 공급사슬 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흐름

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지를 포괄한다.

Mathis and Cavinato(2010)는 글로벌 공급사슬관리에 있어서 금융

요소의 반영을 키포인트로 꼽으며, 특히 기업과 구매자 사이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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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용 처리 및 결제, 투자와 관련된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한별과 최석범(2013)도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효율적인 현금 및 운전자본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

다. Pfohl and Gomm(2009)은 공급사슬에서의 재고 관리 및 현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C2C 주기(Cash To Cash cycle)에

대해 언급하였다. C2C 주기는 원자재에 투입된 현금이 최종 제품이

구매자에게 판매되어 현금화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소모되는 시간을 의미

하는데, C2C 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조하였다. Gelsomino et al.(2016)

역시 C2C 주기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C2C 주기는 평균

재고회전율 + 외상매출채권회수일 - 외상매입채권지불일로 계산된다고

하였다. 기업들은 현금 흐름을 관리함으로써 제품, 정보, 금융 흐름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기업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의 효율적인 현금 관리에 대한 연구는 이미 재무 분야에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효과적인

현금 관리를 위해 적정현금보유 수준을 정해놓고 그에 따른 현금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윤성식, 2001; 김병기, 2004).

너무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성장을 위한 적시 투자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너무 적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현금 유동성에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적정현금보유 수준을 강조

하고 있다. Kaiser and Young(2009)은 현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단순히 기업의 매출액에만 집중하는 관리 방식에

서 벗어나 실제로 기업이 보유한 현금을 관리해야만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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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 수준(level of supply chain cost

competency)

공급사슬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공급

사슬 경쟁력이 어떻게 작용하여 공급사슬 성과를 도출하는지에 대해서도

수많은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Porter(1980)는 기업이 가질 수 있는

핵심 경쟁전략은 비용 우위(cost advantage)와 차별화(differentiation)

라고 주장하였다. 비용 우위는 기업이 생산 및 판매에 드는 비용을 절감

함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차별화는 제품에 대한

고객요구사항 반영, 커스터마이제이션(customization)이나 고객 서비스를

특화하여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Kim(2008)은 기업의 경쟁

력이 공급사슬 통합을 통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기업

이 가질 수 있는 4가지 공급사슬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가격

경쟁력(cost leadership), 둘째는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 셋째는

혁신적인 마케팅 기법(innovative marketing technology), 마지막으로

차별화(differentiation)이다.

공급사슬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경쟁력 중 본 연구에서는 공급사슬의

원가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금융공급사슬관리는 공급사슬 내 금융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금융 기법을 적시적소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실행은 공급사슬의 원가 경쟁력

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급

사슬의 원가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공급사슬의

원가 경쟁력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은 공급사슬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먼저 제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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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드는 원자재 가격을 낮은 가격에 확보함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Ellram and Sifferd, 1998; Stapleton et al., 2002; Zsidisin et al.,

2003). 또한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비용을

감소함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Kaplan and Cooper, 1998;

Norek and Pohlen, 2001). 혹은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Stapleton et al., 2002). 마지

막으로 공급사슬 활동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소모되는 비용의 원천

을 제거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Hines and Rich, 1997).

2.4 기업의 재무적 성과 수준(level of firm's financial

performance)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선행 연구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었

다. 본 연구는 공급사슬의 실행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메카니즘을 분석

한 3가지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기업의 재무적 성과 측정 지표를 결정

하였다. 먼저 Narashimhan and Kim(2002)의 연구에서는 판매 증가

(sales growth), 시장점유율 증가(market share growth), 수익성

(profitability)을 기업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였다. 판매 증

가 및 시장점유율 증가는 전년도 대비 변화량으로 측정하였고, 수익성은

ROA(return on assets), 매출액 증가, 유동성, 순수익에 대한 응답을

통해 측정하였다. Christopher(1998)와 Johnson and Templar(2011)는

공급사슬관리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수익성

(profitability), 유동성(liquidity), 생산성(productivity), 자산활용도(asset

utilization)의 4가지 지표를 제시하였다. Blackman et al.(2012)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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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관리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때 금융 측면에서의

성과(financial performance)와 운영 측면에서의 성과(operational

performance)로 분류하여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금융 측면에서의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결제 시간 감소, 환율 리스크 처리 프로세스의

효율성, 지불에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리드타임, 금융 프로세스 처리에

있어서의 운영 실수 발생 빈도 등을 제시하였다. 운영 측면에서의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재고주문주기, 자산관리의 효율성, 재고회전율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 모델 1에서 사용된 개념(잠재 변수)의 정의와 측정 지표를 표

3-1에 제시하였다. 측정 지표들은 관련 선행 연구가 이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였는지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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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개념(잠재 변수) 정 의 측정 지표 참고 문헌

금융공급

사슬관리

(FSCM)

실행방안

금융 기법 활용

수준(level of

financial

instrument/tool

utilization, UFI)

금융공급사슬관리(FSCM)를 위해

적절한 금융 기법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외상어음에 대한 관리,

환율리스크에 대한 관리 등을

포함한다.

- 외상어음의 이른 지급 가능 수준(UFI1)

- 팩토링/역팩토링 활용 수준(UFI2)

- 무역 금융 활용 수준(UFI3)

- 구매기업의 신용도 활용 가능 수준(UFI4)

- 환율리스크에 대한 금융상품 활용 수준(UFI5)

Pfohl and Gomm(2009)

Lamoureux and Evans(2011)

More and Basu(2011)

Wuttke et al.(2013a)

Wuttke et al.(2013b)

Euro Banking

Association(2014)

Ventura et al(2015)

Herath(2015)

World Economic Forum(2015)

Gelsomino et al.(2016)

Wuttke et al.(2016)

Esty et al.(2016)

금융공급

사슬관리

(FSCM)

실행방안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level

of cash logistics

management,

CL)

공급사슬 내 발생하는 거래 및

공급사슬운영에서 수반되는 현금

흐름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며, 기업의 현금 input과

output 흐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 현금 관리표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CL1)

- 구매활동에 대한 현금흐름 모니터링 수준(CL2)

- 제품판매활동에 대한 현금흐름 모니터링 수준(CL3)

- 기업자산변동에 대한 현금흐름 모니터링 수준(CL4)

- 해외통화 거래 모니터링 수준(CL5)

윤성식(2001)

김병기(2004)

Kaiser and Young(2009)

Pfohl and Gomm(2009)

Mathis and Cavinato(2010)

최한별과 최석범(2013)

Gelsomino et a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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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

원가

경쟁력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 수준(level

of supply chain

cost competency,

SCCC)

효율적인 공급사슬관리로 인해

달성된 원가 비용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의미한다. 제품 품질을

저해함 없이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적어

가격/원가 경쟁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 안정적 가격의 원자재 구매 가능 수준(SCCC1)

- 생산비용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 수준(SCCC2)

- 재고 유지 비용에 대한 관리 수준(SCCC3)

- 팔리지 않은 재고의 처리 수준(SCCC4)

- 프로세스 개선 노력 수준(SCCC5)

Hines and Rich(1997)

Ellram and Siferd(1998)

Kaplan and Cooper(1998)

Norek and Pohlen(2001)

Stapleton et al.(2002)

Zsidisin et al.(2003)

Kim(2008)

기업 성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 수준(level

of firm's

financial

performance,

FFP)

본 연구에서의 기업 재무 성과는

수익성에 집중하였다. 기업이

비즈니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과

시장점유율 등을 통해 측정된다.

- 매출액 증가 수준(FFP1)

- 시장점유율 증가 수준(FFP2)

- 자산수익률 목표 달성 수준(FFP3)

- 영업이익 목표 달성 수준(FFP4)

- 경쟁 기업 대비 매출액 성장 속도(FFP5)

Narashiman and Kim(2002)

Kim(2008)

Johnson and Templar(2009)

[표 3-1: 연구 모델 1 변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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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념적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금융공급사슬관리(FSCM)가 공급사슬의 원가 경쟁력 및 기업의 재무

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그림 3-1과 같이 다양한 메카니즘을 모두 검증하는 탐색적 연구

(exploratory research)를 수행하였다. 그림 3-1에서 제시한 4가지

메카니즘은 아직까지 개념(잠재 변수) 간 상호작용(interaction), 혹은

조정 작용(coordination)이 명확하지 않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모든

개념 간 관계 메카니즘을 포함한다. 연구 모델 1은 모든 메카니즘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고, 금융공급사슬관리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탐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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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개념적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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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모델 2

1. 연구 목적

연구 모델 2는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construct) 간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규명하여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작용 메카니즘

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금융공급사슬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인터뷰

나 실제 사례를 통해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를 밝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규명된 구성 요소

간 상호 작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2. 변수 설정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금융공급사슬관리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9가지 주요 구성 요소(construct)를 규명하였다. 이 중 금융 기법의 활용

수준(level of financial instruments/tools utilization)과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level of cash logistics management)은 연구 모델 1에서 이미

소개되었다.

2.1 금융공급사슬관리 IT 인프라 수준(level of FSCM I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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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fmann(2005)은 기존 공급사슬 시스템에서 현금 흐름까지 고려한

금융공급사슬 시스템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IT 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통한 충분한 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Sugirin(2009)은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공급사슬에서 사용하

던 기술적 인프라스트럭처가 금융 요인들까지 반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Mathis and Cavinato(2010)는 글로벌 공급사슬

에서의 금융 관리를 위해서는 가시성을 제공하는 IT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IT 시스템은 공급자, 구매자, 금융 기관을 연계하며,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omm(2010)

또한 IT 시스템이 공급사슬관리의 금융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Blackman et al.(2012)은 금융공급사슬

관리의 실행에 있어서 금융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금융 정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의 재화 및 정보 공급사슬에서 IT 시스

템에 의해 많은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가능했듯이 금융공급사슬에서도

유사한 IT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Silvestro and Lustrato

(2012)는 최근 복잡성이 증가된 글로벌 공급사슬, 다양한 규제 강화, IT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공급사슬 내에서의 투명한 정보 흐름의 중요성이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 기관까지 연계된 통합 IT 시스템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More and Basu(2011)는 공급사슬금융을 시행하는

데 있어 IT 시스템 부재로 인한 자동화 결여, 거래 지연 등이 큰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많은 금융 기관들이 아직까지 서류에

의존한 거래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IT 시스템 구축이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Wuttke et al.(2013a)는 공급사슬금융 프로세스는

IT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때문에 공급 사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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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요 실행 방안(practice) 중 하나로 전자플랫폼(electronic platform)

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거래상대방, 금융기관이 모두 연계

되어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Wuttke et al., 2013b).

2.2 현금흐름 프로세스의 가시성 수준(level of cash flow process

visibility)

Hofmann(2005)은 공급사슬금융 실행의 주요 요소로서 공급사슬 내

이루어지는 협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금융 가시성(financial

visibility) 확보 및 현금 흐름(cash flow)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였다. Pfohl and Gomm(2009)은 재고 및 현금

흐름에 대한 가시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은 공급사슬 최적화를

위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Mathis and Cavinato(2010)는 현금

관리를 고려한 공급사슬 최적화를 위해서는 현금 유동성, 현금량 예측,

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 금융 기관과의 관계,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파이낸싱 기법 등을 고려하는 프로세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Gomm(2010)은 금융공급사슬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IT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한 금융 프로세스 최적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Blackman

(2012)은 금융 비즈니스 프로세스(financial business process)를 공급사

슬에서 발생하는 공급사슬 참여 객체들 사이에서, 혹은 금융 기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융 거래(financial transaction)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행위들로 정의하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More and

Popa(2010)은 금융공급 사슬관리의 핵심 요소로서 프로세스 혁신

(process improvement)과 프로세스에 대한 가시적 통제(vi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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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를 강조하였다. Basu(2012)에 따르면 공급사슬 내에서의 금융

흐름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은 공급사슬 참여자들은 금융 흐름의 가시성

(visibility)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왔다. 특히 Basu(2012)는 금융

프로세스(financial process)와 물리적 프로세스(physical process) 모두에

서의 가시적 관리를 강조하며, 물리적 프로세스에서의 가시성 결여는

공급사슬금융 운영에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최한별과 최석범

(2013)은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급사슬 비즈니

스 프로세스 혁신 및 가시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Gelsomino

et al.(2016)도 공급사슬금융에 관한 선행 연구를 집대성하면서 프로세스

의 가시성(visibility)에 대해 연구한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2.3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수준(level of supply chain risk

cost)

많은 선행 연구들이 리스크 관리를 통한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의

감소를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주요 성과 레버리지(leverage)로 간주하였다.

Pfohl and Gomm(2009)은 공급사슬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활용하여 공급

사슬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공급사슬 파이낸싱(financing) 비용

을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충분한 공급사슬 정보에 기인하여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잉여 생산설비나 재고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있으며, 투자에 수반되는 파이낸싱 비용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Mathis and Cavinato(2010) 역시 금융공급사슬 구축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 중 하나로 리스크 완화를 꼽았다. 이들은

금융공급사슬관리가 신용 리스크 완화, 적정 재고 유지, 환율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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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공급기업들의 예기치

못한 부도로 인한 공급사슬 효율성 저해와 공급사슬 붕괴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Popa(2010)는 금융공급사슬관리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리스크 완화를 제시하였다. Blackman et al.(2012)

은 모토로라 사례를 통해 환율리스크 헤지가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주된

성과 레버리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Silvestro and Lustrato(2012)

는 직접적으로 리스크 관리와 공급사슬금융의 연관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는 않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발견된 공급사슬의 여러 리스크가

공급사슬금융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감소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공급사슬금융이 거래상대방 리스크(counterparty risk) 및 유동성

(liquidity) 리스크를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한별과 최석범(2013)은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위험 완화, 특히 환율 변동 리스크 완화를 강조하였다. Wuttke et al.

(2013b)은 공급사슬금융 실행이 공급자·구매자의 현금 흐름 리스크

(cash flow risk), 공급사슬 붕괴 리스크(supply chain disruption risk)를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금융공급사슬관리에서 논의되는 리스크 관리·리스크 완화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리스크 중 공급사슬에서 발생하는 운영 리스크,

특히 공급사슬 내 금융 흐름을 경시하여 발생하는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

을 낮추고, 실제 리스크가 발현되었을 때 기업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을 의미한다.

2.4 운전자본의 효율성 수준(degree of working capita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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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제외하여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현금으로 신속하게 변환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기업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지불하고 필요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한 유동성 즉, 운전자본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많은 재무 분야의 연구들이 운전자본관리의 중요

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Gill(2010)이나 김흥식 외(2015)는 적극적으로

운전자본관리를 수행함에 따라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언급하였

다. 김형규 외(2016)는 운전 자본이 과소 투자된 상황이라면 운전자본

관리에 대한 추가적 노력이 기업 수익성을 향상시키지만, 과잉 투자되었

다면 추가적인 운전자본 확보 노력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Nazir

et al.(2009)는 지나치게 적극적인 운전자본관리보다는 보수적인 운전

자본 관리가 기업 성과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주요 실행방안 중 하나로

운전자본관리를 제시하였다(함유근, 2008; Popa, 2010). 하지만 본 연구는

금융공급사슬관리 실행으로 인해 운전자본의 효율성이 개선된다는 사실

에 주목하였다. 연구 모델 2에서 논의되는 운전자본의 효율성은 효율적

인 운전자본관리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공급사슬관리를

실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효율적인 운전자본 수준, 즉 성과를 의미한다.

기업의 운전자본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재고자산과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전자본 수준은 결국 재고 최적화와 현금

유동성 확보를 통해 달성된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효율적인 운전자본

수준의 달성은 금융공급사슬관리의 도입을 촉진하는 주요 레버리지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Sugirin(2009)은 공급사슬금융을 통해 공급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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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의 운전자본 수준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Pfohl and Gomm(2009)은 효율적인 공급사슬금융 실행을 통해 순 운전

자본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운전자본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의 현금 수준과 현금순환주기를 꼽았다.

Gomm(2010)은 공급사슬금융의 주된 분야 중 하나가 운전자본관리라고

강조하였다. 금융공급사슬에서 이루어지는 운전자본관리는 생산에 사용

되는 재고자산 유지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기업의 자산관리 비용을 감소

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ore and Basu(2011)는

지불 기간을 늘리려는 구매기업들의 관행으로 인해 공급기업의 운전자본

수준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공급사슬이 글로벌화되고 아웃소싱

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사슬 파트너 간 운전자본에 대한 이해 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변하고 있으며. 공급사슬금융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하였다. Wuttke et al.(2013b)는 운전자본 수준을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였다. Gelsomino et al.(2016)는 과거

연구에서 사용된 공급사슬금융 관련 정의를 집대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과거 정의된 공급 사슬금융을 분류한 기준 중 하나가 공급사슬금융에

재고 관리(inventory management)를 포함시켰는지 여부인데, 재고 관리

는 운전자본 효율성 개선을 위한 핵심 요인 중 하나이다.

2.5 기존 공급사슬과의 조화 수준(level of supply chain

coordination)

공급사슬 내의 재화 프로세스와 금융 프로세스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Dicken(2007)은 기업의 제조(manufacturing)과 소싱(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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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결제 시스템과 통화 교환 기능이

조화된 프로세스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제조기업 공급사슬에서의

식스 시그마 혁신은 금융 및 뱅킹 프로세스에서의 일정 수준 품질 달성

을 요구한다(Dasgupta, 2003). 공급자로부터 구매자까지의 재화 흐름

변동성을 줄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반응적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제와 해외통화 교환에서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구매 부서와

재무 부서를 일원화하는 공급사슬전략이 필요하다(Chakravorti and

Davis, 2004).

공급사슬 내 재화 프로세스와 금융 프로세스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금융공급사슬관리를 실행할 때에는 재화에 기초한

물류 공급사슬과의 조화(coordination)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Fairchild(2005)는 공급사슬에서는 재화의 이동과 함께 금융 정보의 이동

이 반드시 함께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흐름의 이동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화의 이동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

며, 두 흐름의 조화에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함유근(2008)도 공급

사슬 금융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물류공급사슬과 금융공급사슬의 통합

을 꼽았다. More and Basu(2011) 역시 공급사슬금융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기존 공급사슬관리와의 조화를 선택하였다. 재무담당자와 물류·

조달·구매 담당자 사이에는 상충되는 인센티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Blackman et

al.(2012)은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물류 공급

사슬과의 조화를 선택하였다. Silvestro and Lustrato(2012)는 금융 공급

사슬은 재화 및 정보 공급사슬과 동시에 존재하며, 이들 간의 조화가

성공적 공급사슬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Wuttk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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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13b)는 공급사슬에 금융 흐름, 물류 흐름, 정보 흐름이 존재하며,

효율적인 공급사슬관리를 위해서는 이들 간의 조정(coordination)이 중요

하다고 강조 하였다.

2.6 공급사슬 통합 수준(level of supply chain integration)

기존의 운영 관리 문헌에서 공급사슬통합은 기업 내 통합, 기업 외

공급사슬 파트너와의 통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일반적

으로 공급사슬통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록 공급사슬관리의 다양한

실행 방안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기업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금융공급사슬관리를 연구한 문헌들은 공급사슬 파트너와의 통합이 잘

이루어질수록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실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Hofmann(2005)은 공급사슬의 최적 운영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 및 물류

서비스 제공업자를 비롯한 공급사슬 내 모든 참여자들과의 협력이 필수

적임을 주장하였다. Mathis and Cavinato(2010)는 공급사슬 현금 흐름을

최적화하는데 있어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

요소이라고 주장하였다. Blackman et al.(2012)은 효율적인 금융공급사슬

관리를 위한 금융 네트워크 구성(financial network structure)이 중요

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금융 네트워크는 공급기업, 구매기업과의 통합

공급사슬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More and Basu(2011)는 공급사슬 파트

너 간 공통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공급사슬금융 실행에

있어서 큰 이슈라고 언급하였다. Sugirin(2013)은 금융공급사슬관리 실행

이 공급 사슬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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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Wuttke et al.(2013b)은 금융공급사슬관리는 공급기업,

구매기업, 은행을 비롯한 서비스 제공기업 간의 기업 간 경계를 넘어선

긴밀한 협력(collaboration)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긴밀한 협력 관계의 구축 여부가 금융공급사슬 성과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였다.

2.7 금융기관과의 협력 정도(degree of collaboration with financial

institutions)

앞 절에서는 공급기업과 구매기업의 공급사슬 통합 및 협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절에서는 공급사슬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collaboration)에 초점을 맞춘다. 공급사슬

통합을 논의한 많은 연구들이 공급기업·구매기업과의 협력뿐 아니라

금융 서비스 제공자, 즉 금융 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

였다(Hofmann, 2005; Mathis and Cavinato, 2010; Blackman, 2012;

Wuttke et al., 2013b). Gomm(2010)은 그동안 공급사슬관리의 금융적

측면(financial aspect)은 주로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이나 회계

(accounting)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연구에서는 공급사슬 파트

너와의 협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공급사슬관리

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파트너와의 협력, 특히 금융기관까지 확장된 협력

(collaboration)은 공급사슬의 비용을 감소시켜 큰 성과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Silvestro and Lustrato(2012)은 금융 공급사슬과

재화 공급사슬의 통합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금융 기관의 역할에

대해 탐구하였다. 최근 기업들은 은행에 금융공급사슬 관련 많은 질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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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은행들은 공급사슬금융을 이용하는데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

하기 때문에 재화 및 금융 공급사슬 통합에 있어서 그 역할이 무척 중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Wuttke et al.(2013a)도 은행과의 통합을 공급사슬

금융을 널리 퍼뜨리기 위한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소개하였다. Gelsomino

et al.(2016)는 공급사슬금융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면서 과거에

연구된 공급사슬금융을 분류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로 금융 기관의 역할

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를 포함시켰다. 즉 금융기관과의 협업이 공급

사슬금융 특성을 정의하는 주요 요소라고 간주하였다. 공급사슬금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은행과의 협력을 강조한 과거 연구들이 있다고 언급

하였다.

금융공급사슬관리의 9가지 주요 구성 요소(construct)를 표 3-2에 제시

하였다. 9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측정 지표도 제시하였다. 기존 선행

연구들이 이러한 주요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였는지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측정 지표를 선택하였다.



- 62 -

카테고리 개념(잠재 변수) 정 의 측정지표 참고 문헌

인프라

스트럭쳐

금융공급사슬관리

IT 인프라 수준

(level of FSCM IT

infrastructure, ITI)

공급사슬 내 거래 상대방과 IT 시스템이

연결·통합되어 불편함이나 지연 없이 지불, 정보

교환, 송장 및 주문서 발송 등이 이루어진다.

- 전자주문발송 구축 수준(ITI1)

- 온라인 지불 가능 수준(ITI2)

- 금융기관 연계 IT 시스템 보유 수준(ITI3)

- 재고, 상품 및 현금 흐름 모니터링을 위한 IT

시스템 보유 수준(ITI4)

Hofmann(2005)

Sugirin(2009)

Gomm(2010)

Mathis and Cavinato(2010)

More and Basu(2011)

Blackman et al.(2012)

Silvestro and Lustrato(2012)

Wuttke et al.(2013a)

Wuttke et al.(2013b)

Gelsomino et al.(2016)

인프라

스트럭쳐

현금흐름 프로세스의

가시성 수준(level of

cash flow process

visibility, VCFP)

현금 흐름이 수반되는 기업 내, 혹은 기업 간

거래(예시: 원자재/부품값 지불, 투자, 대출이자

지불, 재고 관리 등)를 위한 프로세스가

가시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가시적이라는 말은

공급사슬 활동에 대해 사전 협의되어 명시된

효율적 프로세스가 존재하며, 활동 결과에 대한

추적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협업 프로세스에 대한 매뉴얼 구축 수준(VCFP1)

- 제품/현금 흐름 모니터링 관련 매뉴얼 구축 수준

및 전담부서 존재 여부(VCFP2)

- 재고 비용/수준 모니터링 관련 매뉴얼 구축 수준

및 전담부서 존재 여부(VCFP3)

- 기업자산 모니터링 관련 매뉴얼 구축 수준 및

전담부서 존재 여부(VCFP4)

Hofmann(2005)

Pfohl and Gomm(2009)

Gomm(2010)

Mathis and Cavinato(2010)

Popa(2010)

More and Basu(2011)

Blackman et al.(2012)

최한별과 최석범(2013)

Gelsomino et al.(2016)

금융공급사슬

관리(FSCM)

실행방안

금융 기법 활용

수준(level of

financial

instrument/tool

utilization, UFI)

금융공급사슬관리(FSCM)를 위해 적절한 금융

기법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외상어음에 대한 관리, 환율리스크에 대한 관리

등을 포함한다.

- 외상어음의 이른 지급 가능 수준(UFI1)

- 팩토링/역팩토링 활용 수준(UFI2)

- 무역 금융 활용 수준(UFI3)

- 구매기업의 신용도 활용 가능 수준(UFI4)

- 환율리스크에 대한 금융상품 활용 수준(UFI5)

Pfohl and Gomm(2009)

Lamoureux and Evans(2011)

More and Basu(2011)

Wuttke et al.(2013a)

Wuttke et al.(2013b)

Euro Banking

Association(2014)

Ventura et 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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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ath(2015)

World Economic Forum(2015)

Gelsomino et al.(2016)

Wuttke et al.(2016)

Esty et al.(2016)

금융공급사슬

관리(FSCM)

실행방안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level of

cash logistics

management, CL)

공급사슬 내 발생하는 거래 및 공급사슬운영에서

수반되는 현금 흐름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며, 기업의 현금 input과 output 흐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 현금 관리표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CL1)

- 구매활동에 대한 현금흐름 모니터링 수준(CL2)

- 제품판매활동에 대한 현금흐름 모니터링 수준(CL3)

- 기업자산변동에 대한 현금흐름 모니터링 수준(CL4)

- 해외통화 거래 모니터링 수준(CL5)

윤성식(2001)

김병기(2004)

Kaiser and Young(2009)

Pfohl and Gomm(2009)

Mathis and Cavinato(2010)

최한별과 최석범(2013)

Gelsomino et al.(2016)

금융공급사슬

관리(FSCM)

성과

레버리지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수준(level

of supply chain risk

cost, RC)

기업이 노출된 공급사슬 붕괴(disruption) 혹은

운영 리스크 발현 가능성 및 이로 인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의미한다.

- 공급자들 부도 발생 수준(RC1)

- 신용도 하락 발생 빈도(RC2)

- 생산일정 지연 발생 정도(RC3)

- 운영실수 발생 수준(RC4)

- 외상어음 지불 시기(RC5)

D’Arcy(2001)

Pfohl and Gomm(2009)

Mathis and Cavinato(2010)

Popa(2010)

Daud et al.(2011)

Blackman et al.(2012)

Silvestro and Lustrato(2012):

Wuttke et al.(2013b)

최한별과 최석범(2013)

Bromiley et al.(2015)

Gelsomino et al.(2016)

금융공급사슬

관리(FSCM)

성과

레버리지

운전자본의 효율성

수준

(degree of working

capital efficiency,

EWC)

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제외한

값이며 일반적으로 기업이 현금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부채에

대한 이자·원금을 지불하고 필요한 투자를 적시에

- 완제품 재고 평균회전기간 수준(EWC1)

- 원재료 재고 평균회전기간 수준(EWC2)

- 생산 재고(공장 내 재고) 평균회전기간 수준

(EWC3)

- 외상어음 지불기간 시기(EWC4)

함유근(2008)

Nazir et al.(2009)

Sugirin(2009)

Pfohl and Gomm(2009)

Gil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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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기 위해 확보된 운전자본 수준을 의미한다.

Gomm(2010)

Popa(2010)

Blackman et al.(2012)

More and Basu(2011)

Silvestro and Lustrato(2012)

Wuttke et al.(2013b)

최한별, 최석범(2013)

김흥식 외(2015)

Gelsomino et al.(2016)

김형규 외(2016)

조절변수

기존 공급사슬과의

조화 수준(level of

supply chain

coordination, CWPS)

기존의 물류에 초점을 둔 공급사슬과 돈의

흐름을 추적·관리하는 공급사슬 간의 조화 정도를

의미한다.

- 상품판매 시 현금 흐름을 고려 정도(CWPS1)

- 물류, 구매/조달, 생산관리 담당자와 재무 담당자의

의사소통 수준(CWPS2)

- 상품 흐름과 현금 흐름가 동시에 고려된 인센티브

부여 수준(CWPS3)

- 물류, 구매/조달 시스템과 재무 시스템의 연동

수준(CWPS4)

함유근(2008)

More and Basu(2011)

Blackman et al.(2012)

Silvestro and Lustrato(2012)

Wuttke et al.(2013b)

조절변수

공급사슬 통합

수준(level of supply

chain integration,

SCI)

우리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기업 및

우리에게 원자재나 부품을 제공하는 공급자 등

공급사슬 파트너와의 협력이 얼마나 긴밀히

이루어지는가를 의미한다.

- 비즈니스 목표와 비전의 공유 수준(SCI1)

- 장기 관계 유지 여부(2년 이상)(SCI2)

- 실무 인력간의 의사소통 정도(SCI3)

- 관계 개선을 위한 투자 정도(SCI4)

Narashiman and Kim(2002)

Hofmann(2005)

Mathis and Cavinato(2010)

More and Basu(2011)

Blackman et al.(2012)

Wuttke et al.(2013b)

Sugirin(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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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변수

금융기관과의 협력

정도(degree of

collaboration with

financial institutions,

CWFI)

주거래 은행, 혹은 주거래 금융 기관과의 협력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 장기적인 비즈니스 목표 및 비전 공유 수준

(CWFI1)

- 상호신뢰 구축 정도(CWFI2)

- 의사소통 주기(CWFI3)

- 필요정보를 적시에 공급받는지 여부(CWFI4)

Hofmann(2005)

Deloitte(2009)

Gomm(2010)

Mathis and Cavinato(2010)

More and Basu(2011)

Blackman et al.(2012)

Silvestro and Lustrato(2012)

Wuttke et al.(2013a)

Wuttke et al.(2013b)

Gelsomino et al.(2016)

[표 3-2: 연구 모델 2 변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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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념적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 발견한 9가지 주요 구성 요소는 4가지 카테고리로 다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4가지 카테고리 간 상호 작용을 고려

하여 그림 3-2와 같은 개념적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2: 개념적 연구 모형]

[가설 그룹 1: 인프라스트럭처 → 실행방안]

Ÿ 가설 1-1: IT 인프라의 구축은 가시적인 현금흐름 프로세스 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Ÿ 가설 1-2: 가시적인 현금흐름 프로세스 구축은 공급사슬 내 금융기법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

Ÿ 가설 1-3: 가시적인 현금흐름 프로세스 구축은 현금 로지스틱스 활용

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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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영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IT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무척 도움이 된다. Mathis and Cavinato(2010)는 글로벌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를 위해서는 공급기업, 구매기업, 거래 금융

기관을 연결해주는 IT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IT

시스템을 통해 파이낸싱 비용을 최적화하고, 필요한 금액을 적시에 지급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More and Basu(2011)는 공급사슬금융이 마주

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분석하면서 자동화된 시스템의 부재가 현금 흐름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재고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였다.

Wuttke et al.(2013a)은 공급사슬금융 프로세스는 가시성을 제공하는 IT

플랫폼을 통해 자동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

은 적절한 IT 시스템의 구축이 가시성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여, 공급사슬금융을 비롯한 금융기법의 공급사슬 내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현금 관리를 개선시킨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한다.

[가설 그룹 2: 실행방안 내 메카니즘]

Ÿ 가설 2-1: 공급사슬 내 금융 기법의 활용은 현금 로지스틱스 활용을

촉진한다.

공급사슬에서 금융 기법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공급사슬의 현금 로지

스틱스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공급사슬금융이나 기업간신용(trade

credit)같은 기법을 활용하면 기업 내, 혹은 기업 간 이루어지는 거래에

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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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효과적인 현금 흐름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다. Blackman et

al.(2012)의 연구에서 소개된 모토로라 사례는 환율리스크 완화를 위해

사용된 넷팅(netting) 기법을 통해 기업 내 현금 로지스틱스가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Seifert et al.(2013)은 기업간신용과 같은 기법들

이 공급사슬에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공급해주는 금융

기법이며, 이로 인해 현금 흐름 관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Aite(2014)나 McKinsey(2015)는 공급사슬금융을 활용하여 기업의 현금

흐름 관리 프로세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설 그룹 3: 실행방안 → 성과 레버리지]

Ÿ 가설 3-1: 공급사슬 내 금융 기법의 활용은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을 감소시킨다.

Ÿ 가설 3-2: 공급사슬 내 금융 기법의 활용은 운전자본의 효율성을

개선시킨다.

Ÿ 가설 3-3: 현금 로지스틱스 수행은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을

감소시킨다.

Ÿ 가설 3-4: 현금 로지스틱스 수행은 운전자본의 효율성을 개선시킨다.

금융공급사슬관리 실행 방안을 적절히 수행하면 기업의 재무·운영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성과 레버리지가 개선될 것이다.

Gomm(2010)은 공급사슬금융을 통해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주주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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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More and Basu(2011)는 기업들은 공급

사슬금융을 통해 공급사슬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현금 유동성을 개선시켜

공급사슬 붕괴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lackmann et

al.(2012)은 금융공급사슬 운영이 기업에 여러 가지 이득을 가져다주는

데, 특히 환율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Silvestro and

Lustrato(2012)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유동성 문제로 인해

많은 공급기업이 도산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금융기관들의

도움과 공급사슬금융의 적절한 활용이 도산 위기가 발생할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Wuttke et al.(2013b)는 8개 기업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공급사슬금융 수행이 공급기업, 구매기업의 운전자본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공급사슬금융을

활용하여 공급기업의 유동성을 개선시켜, 전체 공급사슬의 붕괴 가능성

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Gelsomino et al.(2016)는 공급사슬금융

을 통해 공급사슬 가시성이 개선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급사슬 구성

원의 도산 발생 확률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설 그룹 4: 성과 레버리지 내 메카니즘]

Ÿ 가설 4-1: 공급사슬 내 운전자본의 효율성이 증가하면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이 감소한다.

본 연구에서의 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차액을

의미한다. 운전자본은 기업이 현금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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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며, 경영자가 단기적인 기업 활동을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최대치를 의미한다. 기업이 운전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단기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지불(공급사슬 부도 리스크 경감)하고

공급사슬의 결함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공급하여 공급사슬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다. 김흥식과 조경식(2015)은 국내 기업을 대상

으로 운전자본관리가 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운전자본에 대한 신중한 관리가 기업의 신용 등급 향상과

공급사슬 내 부도 리스크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주)한국신용평가로부터 제공받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업

들의 신용 등급을 활용하였다. 때문에 연구의 수행 범위가 비교적 제한

적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본의 효율적 관리가 기업

신용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임을 검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가설 그룹 5: 조절 효과]

Ÿ 가설 5-1: 금융공급사슬관리(FSCM)와 기존 공급사슬관리의 조화

수준은 가설 3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가진다.

Ÿ 가설 5-2: 공급사슬의 통합 수준은 가설 3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가진

다.

Ÿ 가설 5-3: 금융 기관과의 협력 수준은 가설 3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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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조절 효과는 기존 공급사슬과의 조화(alignment)에 의해 발생

한다. Mathis and Cavinato(2011)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글로벌 공급

사슬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리, 금융, 정보 공급사슬 간의 조화가 중요

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조화를 통해 공급사슬이 효율적으로 작동

하여 높은 기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lackman et

al.(2012)의 금융공급사슬관리 연구 프레임워크에서는 금융공급사슬관리

의 3가지 핵심 전략(strategy)으로 금융 비즈니스 프로세스(financial

business process), 금융 관련 IT 시스템(financial information system),

금융 네트워크 구조(financial network structure)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공급사슬성과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조 및

물류 공급사슬 전략(manufacturing and logistics supply chain strategy)

과의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Wuttke et al.(2013a)는 공급사슬

금융 전개에 필요한 프로세스 구축이 물류·조달 부서와 금융 부서 간의

조화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금융

공급사슬관리 메카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있어 기존 공급사슬과

의 조화가 조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두 번째 조절 효과는 공급자-구매자와의 통합 수준에 의해 발생한다.

Sugirin(2009)은 효과적인 금융공급사슬관리 전개를 위해서는 공급사슬

파트너, 특히 공급기업들의 금융 관리 수준을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공급기업들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모니터링의

효과는 향상될 것이다. More and Basu(2011)는 공급사슬 파트너 사이의

공유된 비전의 부재가 공급사슬금융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하였다.

이 연구는 공급사슬 파트너 간 협력 관계 구축이 공급사슬금융,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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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급사슬관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가정하였

다. Wuttke et al.(2013a)는 공급사슬금융 전개에 필요한 프로세스 구축

에 공급자 참여(supplier involvement)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

하였다. 특히 공급자 통합(supplier integration)이 공급사슬금융이 현금

흐름 리스크(cash flow risk)를 완화시키는 효과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공급자-구매자 간 긴밀한 관계 구축이 공급

사슬금융이 빠르게 확산되어 정착되기 위한 기본 토양을 제공한다고

언급하였다. Lamoureux and Evans(2011)와 Gelsomino et al.(2016)은

공급사슬금융의 효과는 공급사슬 플레이어 간 협력 수준에 따라 달라진

다고 주장하였다. 협력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효과적인 운전자본운영이

가능하며, 더욱 저렴한 수준의 파이낸싱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

Wandfluh et al.(2016)는 구매자-공급자 협력이 공급사슬금융 전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급사슬통합(supply chain integration)

이 금융공급 사슬관리 작용 메카니즘에 가지는 조절 효과의 존재를 가정

하였다.

마지막 조절 효과 변수는 금융 기관과의 관계 수준이다. Sugirin(2009)

은 금융 기관과의 관계 수준이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필요한 펀딩(funding)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Silvestro and Lustrato(2012)는 은행들이

공급사슬의 제품, 정보, 돈의 흐름을 통합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금융 기관들은 지불 등 공급사슬 내 금융

프로세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들

을 도와줌으로써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은행은 금융공급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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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필요한 지불(payment) 관련 IT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다. IT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 운전자본 관리가 가능할 것

이다.

제 3 절 연구 모델 3

1. 연구 목적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수집

데이터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시한다. 군집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응답

기업들을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 특징을 분석한다. 군집들의

성과 레버리지 수준을 비교하여 실제로 유형 간 금융공급사슬관리 성과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한다. 연구 모델 2에서 도출된 금융공급사슬

관리 메카니즘을 활용하여 유형에 따른 금융공급사슬관리를 통한 기업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Wuttke et al.(2016)은 공급사슬금융 도입 속도에 따라 응답 기업들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도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정적

그룹, 둘째는 시간이 소요될지라도 결국 공급사슬금융을 도입하리라

예상되는 그룹, 셋째는 즉각적으로 공급사슬금융 도입이 가능한 그룹이

다. 이와 같은 분류를 통해 유형별로 공급사슬금융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기업들을 금융공급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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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인프라 및 실행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유형에 맞는 제언을 제공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개념적 연구 모형

군집분석을 위해 연구 모델 2에서 제시된 금융공급사슬관리 인프라 및

실행 수준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1차적으로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를 활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의 목적은

조사된 기업들을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어서 계층적 군집분석에서 도출된 군집수를 이용하여 비계층

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계층적 군집분석에서 도출된 군집들의

최종군집중심값을 분석하여 각 군집 유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에서는 Wards 방법을 이용하여 군집 간 거리를 계산하였고,

비계층적 군집분석에서는 K-평균 방법을 사용하였다. K-평균 군집방법

은 K개의 군집에 1개씩의 개체를 두고 모든 개체를 가장 가까운 군집

중심을 찾아서 할당하는 방법이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군집 중심을 계산

하며 군집 중심에 변화가 없을 때까지 동일 과정을 지속한다. 군집분석

을 실시한 후에는 군집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군집분석에서 분류된 유형들의 금융 공급사슬

성과 레버리지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모델

3에서 행해진 군집분석과 분산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새로운 기업이 금융

공급사슬관리 실행에 관심이 있을 때, 기업의 현 수준을 파악하고 적합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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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료의 수집

제 1 절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최소 5년 이상 제조·유통 기업에서 근무한,

재무/생산관리/구매/조달/전략/기획 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적절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재무/생산관리/

구매/조달/전략/기획 부서에서 최소 대리 직급 이상에서 근무하는 이들

의 대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모든 응답 대상은 대한민국에서 근무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이라는 제한적 지역에서만

유의하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모든 자료 조사는

온라인 응답이 가능한 링크가 첨부된 이메일을 국내 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발송함으로써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41명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2단계에서는 263명에 대한 응답

을 수집하였다. 2단계에서 수행된 설문과 1단계에서 수행된 설문은 설문

구성 및 설문 문항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와 같은 수정은 파일럿

테스트에서 수행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기인한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상관성이 낮은 질문 문항들을 측정지표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설문

응답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분명하게 기술된 문항들을 더욱 분명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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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 표본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일반적

으로 표본크기가 크면 통계적 검정력이 증가되고, 표본크기가 작으면

통계적 검정력이 하락한다. 표본수가 크면 표본 오차가 작기 때문에

모집단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 추정을

사용한다. 배병렬(2016)은 최대우도법 추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최소 200개 이상의 표본을 수집할 것을 권장하였다. 하지만

Hoogland and Boomsma(1998)는 자료가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시키면,

표본 크기가 200개 미만, 150개 이상이라 하더라도 최대우도법을 수행에

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표본수에 관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수집한 263개의 표본은 연구를 수행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제 2 절 연구 가정

과거 금융공급사슬관리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했던 가장 큰 이유

는 금융공급사슬관리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라 이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표본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금융공급

사슬관리의 주요 실행 방안(practice)과 구성 요소(construct)가 이미

기업 내에서 일정 부분 활용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단지 이러한 실행

방안과 구성 요소들이 금융공급사슬관리라는 통합적 프레임워크 안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기업마다 개별 실행 방안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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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활용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공급사슬 내

금융·재무 관리를 실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가정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일부 과거 연구들은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기 가장 큰 어려운 이유로

데이터의 부재를 꼽고 있다. 본 연구는 모든 기업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금융공급사슬관리가 진행 중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 3 절 표본의 기술적 특성

본 절은 2단계 본 조사에서 얻어진 샘플에 대한 기술적 특성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응답기업의 산업 분포는 그림 4-1과 같다. 본

연구의 응답자는 제조업과 유통업 종사자로 제한되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공급사슬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관리의 효율성 검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통적으로 공급사슬관리에 큰 관심을 기울여온 제조업과

유통업에 조사 범위를 국한시켰다. 다양한 제조업 종사자들로부터 응답

을 받을 수 있었다. 전자 산업(16%), 도·소매 유통업(17%), 자동차 산업

(9%), 건설 산업(11%) 종사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그 외 에너지, 석유

화학, 철강, 조선 등 다양한 산업 종사자들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기타

제조업에는 금속, 제지 산업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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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응답기업 산업 분포]

본 연구에서는 응답 기업의 규모를 제한하지 않았다.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설문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종사하는 기업의 근로자

숫자 및 매출액 규모는 그림 4-2, 그림 4-3과 같이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림 4-2: 응답기업 근로자 숫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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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숫자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의 과반수 이상(53%)이 100명 미만

의 소규모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100명 이상 ~ 1000명 미만 규모의

기업에서 일하는 응답자는 35%였으며, 12%의 응답자가 1000명 이상의

근로자 숫자를 가진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매출액 규모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의 과반수 이상(56%)이 연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연매출액 100억 이상 ~

500억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응답자는 19%, 연매출액 500억 이상 ~

2000억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응답자는 15%, 연매출액 2000억 이상 ~

5000억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응답자는 4%, 5000억 이상의 연매출액

기업에서 근무하는 응답자는 6%였다.

[그림 4-3: 응답기업 매출액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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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과 분석

제 1 절 연구 모델 1

1.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먼저 설문 문항의 신뢰성(reliability)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를 측정하였다. Cronbach's alpha는 측정 문항의 일관성을 나타내

는 계수로서, 측정 문항이 구성 개념(잠재 변수)을 얼마나 일관되게 측정

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수용 가능하다고 알려

져 있다(노경섭, 2008). 표 5-1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 모델 1에서 사용

된 모든 구성 개념에 대한 Cronbach's alpha가 0.8 이상으로 충분한

신뢰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성 개념(잠재 변수) Cronbach's alpha

금융기법 활용 수준(UFI) 0.897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 0.894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 수준(SCCC) 0.832

기업의 재무적 성과 수준(FFP) 0.932

[표 5-1: 연구 모델 1 Cronbach's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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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구에 사용된 구성 개념 및 측정 변수의 타당성(validity)을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타당성 평가를 위한 2가

지 접근법이 존재한다. 2단계 분석 혹은 2단계 접근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할 때,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을 먼저 측정 모형으로 추정하

고, 이후 연구 모형을 추정하는 접근법이다. 반면 1단계 분석 혹은 1단계

접근법은 연구 모형과 측정 모형을 분리하지 않고, 연구 모형에서 얻어

진 결과를 가지고 변수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배병렬, 2017).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접근법을 수행하였다. 1단계 접근법에 비해 2단

계 접근법은 구조 모형과 측정 모형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배제하여 모델

의 신뢰성을 더욱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다. 이에 구성 개념(잠재 변수)

에 대한 측정 변수만이 경로로서 설정되고 구성 개념끼리의 경로는 설정

되지 않은 측정 모형을 구성하여 개념 및 측정 변수의 타당성을 우선

검증하였다.

연구 모델 1에서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연구 모형의 값은 398.88이며, p-value는 0.001보다 크다.

p-value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연구 모델

1은 기각된다. 하지만 연구 모델 1과 같은 통계적 연구에서 표본 크기가

크다면 통계적 검정력이 증가하여 표본행렬과 적합행렬 간의 사소한

차이로 인해 모델이 기각될 수 있다(배병렬, 2017). 본 연구의 표본 크기

가 250 이상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카이제곱 검정 결과보다는 다른

모형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여 연구 모델 1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

성을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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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df p GFI AGFI NFI CFI RMSEA SRMR

398.88 164 0.000 0.869 0.832 0.889 0.937 0.073 0.062

[그림 5-1: 연구 모델 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모형 적합성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모형 적합

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각 지수의 수용(acceptance) 기준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Hair et al.(2006)의 연구 결과가 비교

적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수용 기준을 종합

하여 표 5-2와 같은 본 연구에서의 모형 적합도 수용 기준을 설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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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AVE CR

UFI1 → UFI 0.786 0.065 12.138 0.687

0.642609 0.899400

UFI2 → UFI 0.9 0.06 14.953 0.802

UFI3 → UFI 1.041 0.067 15.448 0.82

UFI4 → UFI 1.005 0.06 16.65 0.864

UFI5 → UFI 1 0 0 0.824

CL1 → CL 1.077 0.108 10.006 0.714

0.646820 0.899882

CL2 → CL 1.347 0.111 12.104 0.926

CL3 → CL 1.358 0.114 11.871 0.897

CL4 → CL 1.154 0.105 11.037 0.811

CL5 → CL 1 0 0 0.636

SCCC1 → SCCC 0.793 0.088 9.039 0.582 0.504147 0.834211

p GFI AGFI NFI CFI RMSEA SRMR

> 0.05 > 0.90 > 0.80 > 0.90 > 0.90 < 0.08 < 0.08

[표 5-2: 본 연구에서의 모형 적합도 수용 기준, 출처: 조선배, 1996; Hair et al.,

2006; 이태화 & 서창교, 2008; 배병렬, 2017]

Browne and Cudeck(1993)은 0.05 이하의 RMSEA를 좋은 적합도

(close fit), 0.08 이하의 RMSEA를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0.08

이상 0.1 이하의 RMSEA를 좋지 않은 적합도(mediocre fit)라고 판단

하였다. 연구 모델 1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대표적 절대적합도지수인

SRMR가 0.062, 대표적 증분적합도지수인 CFI가 0.937, 그 외 널리 활용

되는 RMSEA가 0.073임을 확인하였다. 일부 적합도 지수가 선행 연구들

에서 밝혀진 적합도 수용 기준에 미흡하지만, 주요 적합도 지수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연구 모델 1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수용 가능하다

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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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C2 → SCCC 1.026 0.086 11.887 0.753

SCCC3 → SCCC 1.054 0.088 11.985 0.759

SCCC4 → SCCC 0.936 0.089 10.491 0.669

SCCC5 → SCCC 1 0 0 0.769

FFP1 → FFP 1.097 0.069 15.858 0.838

0.734491 0.932515

FFP2 → FFP 1.035 0.062 16.57 0.864

FFP3 → FFP 1.192 0.069 17.263 0.888

FFP4 → FFP 1.195 0.069 17.253 0.888

FFP5 → FFP 1 0 0 0.808

[표 5-3: 연구 모델 1 집중타당성 분석]

집중타당성(혹은 수렴타당성, convergent validity)이란 동일한 구성

개념(잠재 변수)을 측정하기 위한 복수의 지표를 개발한 경우, 측정 지표

간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한다(채서일, 2005).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3가지 기준에 의해 검증된다(노경섭,

2008).

(1) 표준화 계수가 0.5 이상이며 유의해야 한다.

(2)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0.5 이상이여야

한다.

(3)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가 0.7 이상이면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보며, 0.6 ~ 0.7 사이도 수용 가능하다.

집중타당성(혹은 수렴타당성, convergent validity)을 판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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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결과를 표 5-3에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3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경로의 표준화

계수는 0.5 이상이며, 0.01% 수준에서 유의하다. 모든 구성 개념의 평균

분산추출 (AVE)은 0.5 이상이며, 개념신뢰도(CR)는 0.7 이상이다. 일반

적으로 AVE 기준이 타 기준대비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 모델

1에서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AVE를 비롯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

기 때문에, 집중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 분 상관계수 표준오차 -2×표준오차 +2×표준오차

UFI <--> CL 0.723 0.044 -0.056188 0.119812

UFI <--> SCCC 0.721 0.043 -0.054997 0.117003

UFI <--> FFP 0.618 0.043 -0.059426 0.112574

CL <--> SCCC 0.677 0.056 -0.074088 0.149912

CL <--> FFP 0.592 0.051 -0.071808 0.132192

SCCC <--> FFP 0.545 0.052 -0.07566 0.13234

[표 5-4: 연구 모델 1 판별타당성 분석 1]

판별타당성을 검증하는 기준 중 하나는 개념들 간에 동일하다(상관계

수 = 1)는 가설을 기각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95% 신뢰구간에서

‘+/- 2×표준오차’를 보정한 상관계수 구간에 1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노경섭, 2008). 판별타당성 검증을 위한 상관계수 및 표준오차

조정 범위를 표 5-4에 제시하였다. 일부 큰 상관계수 값이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상관계수에 ‘+/- 2×표준오차’를 보정한 구간에 1이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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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I CL SCCC FFP AVE

UFI 1 0.451584 0.466489 0.319225 0.642609

CL 0.451584 1 0.370881 0.292681 0.64682

SCCC 0.466489 0.370881 1 0.233289 0.504147

FFP 0.319225 0.292681 0.233289 1 0.734491

[표 5-5: 연구 모델 1 판별타당성 분석 2 - 상관계수 제곱값과 AVE 비교]

판별타당성을 검증하는 가장 엄격한 기준은 평균분산추출(AVE)이

잠재변수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다. 집중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AVE 관련 기준이 가장 엄격하고

보수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 것처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

서도 AVE를 활용한 기준이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배병렬,

2017).

표 5-5를 살펴보면 상관계수 제곱값의 최대치는 0.466489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최대값은 SCCC(공급사슬 가격경쟁력 수준)과 UFI(금융기법

의 활용 수준)의 상관계수를 제곱하여 얻어진다. 하지만 이 값은 min{평

균분산추출}, 즉 최소 평균분산추출 값인 0.504147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연구 모델 1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2. 작용 메카니즘 1: 조정적 역할

작용 메카니즘 1은 금융공급사슬관리(FSCM) 실행이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과 기업 재무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검증한다.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면 원가 경쟁력이 기업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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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공급사슬관리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

효과가 존재할 것이다.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그림 5-2와 같이 구성

하였다. 금융공급사슬관리의 2가지 주요 개념인 금융기법의 활용 수준

(UFI)과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이 가지는 조절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Marsh et al.(2004, 2012)의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상호작용항

(UFI×CL)은 대응쌍 전략(matched-pair strategy)을 활용하여 구성하였

다. 대응쌍 전략은 Marsh et al.(2004)에서 권장되는 조절 효과 측정

지표 구성 방안이다(배병렬, 2017).

χ2 df p GFI AGFI NFI CFI RMSEA SRMR

5632.4 390 0.000 0.564 0.480 0.889 0.572 0.227 0.0692

[그림 5-2: 연구 모델 1 조정적 역할 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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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제곱 검정 결과로부터 그림 5-2 구조방정식 모형을 수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른 모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SRMR을 제외한

모든 기준이 적합도 수용 기준과 상당히 큰 격차가 있다. 절대적합도

지수인 SRMR에만 근거하여 모델을 적합하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일반적으로 절대적합도 외에도 증분적합도 및 간명적합도가 충분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모델을 수용할 수 있다.

3. 작용 메카니즘 2: 중재적 역할

작용 메카니즘 2는 금융공급사슬관리 실행이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과

기업 재무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검증한

다.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면, 원가 경쟁력이 기업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공급사슬관리 실행을 통해 전달되는 매개 효과가 존재할 것

이다.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그림 5-3에 제시하였

다. 작용 메카니즘 2는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실행에 관한 2가지 구성

개념(금융기법 활용 수준(UFI),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의 매개

효과를 확인한다. 중재자 역할은 완전 매개와 부분 매개라는 2가지 형태

로 이루어질 수 있다. 완전 매개에서는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이바지하는 방식이 전적으로 금융공급사슬관리 실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부분 매개에서는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이 기업 재무

성과 향상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금융공급사슬

관리 실행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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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완전 매개

모형일 때, AGFI와 SRMR이 일부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두 모형의

SRMR은 수용 권장 기준에 일부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Hair et

al,(2006), Hoyle and Panter(1995), Kline(2016) 등의 선행 연구에서는

CFI, TLI, RMSEA를 모델 적합도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권장하고 있다. 그림 5-3 완전 매개 모형의 TLI는 0.918, 그림 5-4 부분

매개 모형의 TLI는 0.917이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TLI 수용 기준은

0.90 이상이다. 이와 같은 적합도 지수에 근거하여 그림 5-3와 그림 5-4

에 제시된 매개 모형은 모두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χ2 df p GFI AGFI NFI CFI RMSEA SRMR

430.36 166 0.000 0.865 0.829 0.889 0.928 0.078 0.0872

[그림 5-3: 연구 모델 1 중재적 역할 구조방정식 모형 - 완전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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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df p GFI AGFI NFI CFI RMSEA SRMR

429.40 165 0.000 0.865 0.828 0.889 0.928 0.078 0.0874

[그림 5-4: 연구 모델 1 중재적 역할 구조방정식 모형 - 부분 매개]

완전 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으로부터 관찰된 경로 계수 및 유의

수준은 표 5-6, 표 5-7과 같다.

　 경 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1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 수준(SCCC)

→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
0.719** 0.661 0.084 8.565

2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 수준(SCCC)

→ 금융기법 활용 수준(UFI)
0.911

**
0.729 0.091 10.044

3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

→ 기업의 재무적 성과 수준(FFP)
0.325** 0.307 0.072 4.523

4
금융기법 활용 수준(UFI)

→ 기업의 재무적 성과 수준(FFP)
0.35** 0.38 0.063 5.545

* p < 0.1, ** p < 0.05

[표 5-6: 연구 모델 1 완전 매개 중재적 역할에서의 경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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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1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 수준(SCCC)

→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
0.717** 0.66 0.084 8.555

2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 수준(SCCC)

→ 금융기법 활용 수준(UFI)
0.908** 0.727 0.091 10.026

3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 수준(SCCC)

→ 기업의 재무적 성과 수준(FFP)
0.118 0.102 0.134 0.876

3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

→ 기업의 재무적 성과 수준(FFP)
0.29** 0.273 0.087 3.339

4
금융기법 활용 수준(UFI)

→ 기업의 재무적 성과 수준(FFP)
0.298** 0.298 0.087 3.43

* p < 0.1, ** p < 0.05

[표 5-7: 연구 모델 1 부분 매개 중재적 역할에서의 경로 계수]

부분 매개 모형일 때,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 수준(SCCC) → 기업의

재무적 성과 수준(FFP)이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5-6 및 표

5-7에 제시된 결과는 기업들이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실행이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이 기업 재무 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는

방식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Holmbeck(1997)의 연구에 따르면, 완전매개 모형과 부분매개 모형의

카이제곱 결과값이 α=0.05 수준에서 3.84 이하이면, 두 모델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매개 모형이 검증된다. 그림 5-3과 5-4에

제시된 두 모델의 카이제곱값 차이는 0.96이기 때문에, 금융공급사슬관리

실행이 가지는 완전매개 효과가 재차 확인되었다.

작용 메카니즘 2에 대한 검증을 통해 금융공급사슬관리가 활용될 때,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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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은 기업의 재무

적 성과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이 금융공급사슬관리

를 도입하는 순간 이러한 직접적 효과는 약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이

리스크 완화 등을 목적으로 금융공급사슬관리를 도입하였을 때, 자신들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격 경쟁력의 작용 메카니즘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금융공급사슬관리를 도입하는 기업들, 특히

기존에 원가 경쟁력을 지니고 있던 기업들은 금융공급사슬관리와 원가

경쟁력 요인들과의 상호 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도입 당시 기대했던 기업의 재무적 성과 향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작용 메카니즘 3: 인프라 역할

작용 메카니즘 3은 금융공급사슬관리 실행이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이

기업 재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는지를 검증한다. 즉

금융공급사슬관리 실행이 원가 경쟁력이 기업 재무 성과에 미치는 관계

에 대한 선행 변수로서 작용한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인프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그림 5-5에 제시하였

다. 그림 5-5는 2가지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실행 방안이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SCCC)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FFP)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한 인프라 역할을 수행함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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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df p GFI AGFI NFI CFI RMSEA SRMR

431.26 166 0.000 0.858 0.821 0.888 0.928 0.078 0.0959

[그림 5-5: 연구 모델 1 인프라 역할 구조방정식 모형]

작용 메카니즘 3에서의 CFI와 RMSEA는 모델 적합도 기준을 충족한

다. 하지만 SRMR가 수용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 다른 절대적합도지수인

GFI나 AGFI도 권장되는 수용 기준에 일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 5-5 구조방정식 모형을 타당하다고 결론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5-5 구조방정식 모형을 변형하여 금융 기법 활용(UFI)이나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CL)이 직접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FFP) 향상에

이바지하는 변형된 모형을 추가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그림 5-6에서 CFI

와 RMSEA는 적합도 수용 기준을 충족한다. 이전 모델에서 문제가

되었던 SRMR도 수용 기준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5-6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94 -

χ2 df p GFI AGFI NFI CFI RMSEA SRMR

398.88 164 0.000 0.869 0.832 0.898 0.937 0.073 0.0623

[그림 5-6: 연구 모델 1 인프라 역할 구조방정식 모형 2]

모델 적합도는 수용할 만한 수준이지만, 경로 계수 결과가 무척 흥미

롭다.

　 경 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1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

→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 수준(SCCC)
0.201** 0.274 0.061 3.307

2
금융기법 활용 수준(UFI)

→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 수준(SCCC)
0.520** 0.499 0.059 5.387

3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 수준(SCCC)

→ 기업의 재무적 성과 수준(FFP)
0.158 0.108 0.132 1.201

4
금융기법 활용수준(UFI)

→ 기업의 재무적 성과 수준(FFP)
0.295** 0.314 0.088 3.338

5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

→ 기업의 재무적 성과 수준(FFP)
0.284** 0.284 0.089 3.178

* p < 0.1, ** p < 0.05

[표 5-8: 연구 모델 1 인프라 효과 경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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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 수준(SCCC)

→ 기업의 재무적 성과 수준(FFP)에 대한 경로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금융공급사슬관리를 실행할 경우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이 기업 재무 성과 향상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선 중개적 역할 검증에서 관찰된 결과와 유사하다.

요약하면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의 부분매개를 가정하여 설정한 그림

5-6 구조방정식 모형은 수용 가능하다. 하지만 경로계수의 유의성 검증

을 통해 금융기법의 활용(UFI)이나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CL)이 기업

재무 성과 향상에 미치는 인프라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5. 작용 메카니즘 4: 독립적 역할

독립적 작용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그림 5-7에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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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df p GFI AGFI NFI CFI RMSEA SRMR

395.88 164 0.000 0.869 0.832 0.898 0.937 0.073 0.0623

[그림 5-7: 연구 모델 1 독립적 역할 구조방정식 모형]

　 경 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1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

→ 기업의 재무적 성과 수준(FFP)
0.306** 0.264 0.097 3.145

2
금융기법 활용 수준(UFI)

→ 기업의 재무적 성과 수준(FFP)
0.295** 0.314 0.088 3.338

3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 수준(SCCC)

→ 기업의 재무적 성과 수준(FFP)
0.125 0.108 0.104 1.205

* p < 0.1, ** p < 0.05

[표 5-9: 연구 모델 1 독립 효과 경로 계수]

모델 적합도 지수를 통해 그림 5-7 구조방정식 모형은 수용 가능하다

고 판단된다. CFI, RMSEA 및 SRMR가 수용 기준을 만족한다. 각 경로

계수에 대한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SCCC)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FFP)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Kim(2008)과 같은 선행 연구에 배치된다.

Kim(2008)은 공급사슬 가격 경쟁력의 기업 성과 향상에 대한 직접적

효과를 한국 및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공급사슬 가격 경쟁

력은 원자재 구매 가격에 있어서의 경쟁력, 품질 관리 경쟁력, 생산비용

절감 능력, 프로세스 개선 능력을 통하여 측정되었고, 공급사슬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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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 비용 절감 정도, 매출액 증가, 순이익을 통하여 측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측정 변수와 유사하다. Kim(2008)의 연구를 통해 한국

기업들에 대한 공급사슬 가격 경쟁력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

가 입증되었다. 또한, 일본 기업들에 대한 공급사슬 가격 경쟁력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입증되었다. 표 5-9의 결과가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에 배치되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5-8과 같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다시 분석하였다.

χ2 df p GFI AGFI NFI CFI RMSEA SRMR

54.781 34 0.013 0.961 0.936 0.966 0.987 0.048 0.0281

[그림 5-8: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이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분석]

그림 5-8의 모델 적합도 지수는 수용 가능하다.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

(SCCC)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FF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계수는

표 5-10과 같다.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경 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1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 수준(SCCC)

→ 기업의 재무적 성과 수준(FFP)
0.565** 0.483 0.083 6.84

* p < 0.1, ** p < 0.05

[표 5-10: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이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경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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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집된 데이터에서는 다른 변수의 개입을 배제할 시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이 기업의 재무 성과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금융공급사슬관리 실행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부정되기도 한다. 독립적 효과 모델을 가정했을

때에는 기업의 원가 경쟁력이 기업 재무 성과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기각되었다. 따라서 금융공급사슬관리 실행과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이

독립적으로 기업 재무 성과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작용 메카니즘 4의

가설은 기각된다고 결론지었다.

연구 모델 1에서는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표본 수집 및

개념·변수 설정이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이 공급사슬 성과 향상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의 금융공급

사슬관리의 역할에 대한 4가지 유형의 작용 메카니즘을 설정하여 각각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모델 1을 통해 공급사슬 원가

경쟁력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의 금융공급사슬

관리 실행의 완전 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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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모델 2

1.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연구 모델 1과 마찬가지로 설문 문항의 신뢰성(reliability)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측정하였다. 표 5-11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 모델 2에서 사용된 모든 잠재 변수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이

0.8 이상으로 충분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구성 개념(잠재 변수) Cronbach's alpha

IT 인프라 수준(ITI) 0.855

현금흐름 프로세스의 가시성 수준(VCFP) 0.889

공급사슬 내 금융기법 활용 수준(UFI) 0.897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 0.894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수준(RC) 0.866

운전자본 효율성 수준(EWC) 0.867

기존 공급사슬과의 조화 수준(CWPS) 0.867

공급사슬 통합 수준(SCI) 0.830

금융기관과의 협력 정도(CWFI) 0.843

[표 5-11: 연구 모델 2 Cronbach's alpha]

또한 2단계 분석법을 통해 잠재 변수 및 측정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연구 모델 2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그림 5-9와 같다.

연구 모델 1과 동일하게 카이제곱 검정 결과보다는 적합도 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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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모델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연구 모델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대표적 절대적합도지수인 SRMR가 0.0607, 대표적 증분적합도지수

인 CFI가 0.911, 그 외 널리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 중 하나인 RMSEA가

0.063이다. TLI 지수도 0.900으로 수용 기준을 충족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수의 수용 기준 및 정의를 고려해 연구 모델 2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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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df p GFI AGFI NFI CFI RMSEA SRMR

1200.19 593 0.000 0.800 0.763 0.840 0.911 0.063 0.0607

[그림 5-9: 연구 모델 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연구 모델 2의 공급 사슬 내 금융 기법 활용 수준(UFI)과 현금 로지스

틱스 활용 수준(CL)은 연구 모델 1에서 사용된 구성 개념과 동일하며 5

개의 지표로 측정되었다. 연구 모델 2에서 검증할 주요 가설 중 하나는

기존 공급사슬과의 조화 수준(CWPS), 공급사슬 통합 수준(SCI), 금융

기관과의 협력 정도(CWFI)가 가지는 조절 효과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Marsh et al.(2004, 2012)의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상호작용항은 대응쌍 전략(matched-pair strategy)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연구 모델 2에서 기존 공급사슬과의 조화 수준

(CWPS), 공급사슬 통합 수준(SCI), 금융기관과의 협력 정도(CWFI)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는 4개씩이다. 대응쌍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

금융 기법 활용 수준(UFI)과 현금 로지스틱스 활용 수준(CL)의 측정

지표도 4개로 조정하였다. 금융 기법 활용 수준에서는 UFI1(외상어음의

이른 지급 가능 수준)이 UFI2(팩토링/역팩토링 활용 수준)의 상위 개념

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UFI1과 UFI2의 산술 평균을

계산하여 두 측정 지표를 통합하였다. 마찬가지로 CL1(현금 관리표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이 CL5(해외통화 거래 모니터링 수준)보다 상위

개념으로서 응답자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CL1과 CL5의 산술

평균을 계산하여 두 지표를 통합하였다.

집중타당성(혹은 수렴타당성, convergent validity)을 판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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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AVE CR

ITI1 → ITI 0.959 0.075 12.737 0.752

0.5927 0.8532
ITI2 → ITI 0.905 0.074 12.296 0.73

ITI3 → ITI 0.963 0.072 13.313 0.781

ITI4 → ITI 1 0 0 0.814

VCFP1 → VCFP 0.665 0.049 13.523 0.676

0.6718 0.8577
VCFP2 → VCFP 0.876 0.046 19.002 0.811

VCFP3 → VCFP 1 0 0 0.949

VCFP4 → VCFP 0.899 0.041 21.722 0.86

Mean
(UFI1,
UFI2)

→ UFI 0.808 0.053 15.179 0.799

0.6903 0.8991UFI3 → UFI 1.028 0.065 15.859 0.823

UFI4 → UFI 0.988 0.058 17.02 0.863

UFI5 → UFI 1 0 0 0.837

Mean
(CL1, CL5) → CL 0.909 0.06 15.045 0.803

0.7379 0.9182
CL2 → CL 1.158 0.063 18.349 0.92

CL3 → CL 1.171 0.066 17.617 0.895

CL4 → CL 1 0 0 0.812

RC1 → RC 1.014 0.095 10.68 0.727

0.5724 0.8694

RC2 → RC 1.012 0.087 11.689 0.805

RC3 → RC 1.073 0.089 12.039 0.834

RC4 → RC 0.924 0.088 10.452 0.71

RC5 → RC 1 0 0 0.697

EWC1 → EWC 1.255 0.112 11.227 0.827

0.6379 0.8745
EWC2 → EWC 1.345 0.116 11.606 0.868

EWC3 → EWC 1.278 0.113 11.264 0.831

EWC4 → EWC 1 0 0 0.651

CWPS1 → CWPS 0.896 0.065 13.704 0.765

0.6220 0.8681
CWPS2 → CWPS 0.905 0.064 14.171 0.784

CWPS3 → CWPS 0.988 0.069 14.364 0.792

CWPS4 → CWPS 1 0 0 0.813

SCI1 → SCI 1.209 0.106 11.411 0.774
0.5507 0.8305

SCI2 → SCI 1.107 0.101 10.978 0.741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을 표 5-12와 같이 계산하였다.



- 103 -

SCI3 → SCI 1.055 0.096 10.996 0.743

SCI4 → SCI 1 0 0 0.709

CWFI1 → CWFI 1.223 0.116 10.589 0.79

0.5891 0.8504
CWFI2 → CWFI 1.246 0.115 10.886 0.821

CWFI3 → CWFI 1.197 0.112 10.712 0.803

CWFI4 → CWFI 1 0 0 0.643

　구 분 상관계수 표준오차 -2x표준오차 +2x표준오차

ITI <--> VCFP 0.592 0.05 -0.0704 0.1296

ITI <--> UFI 0.532 0.059 -0.08661 0.149388

ITI <--> CL 0.592 0.051 -0.07181 0.132192

ITI <--> RC 0.327 0.061 -0.10205 0.141947

ITI <--> EWC 0.47 0.059 -0.09027 0.14573

ITI <--> CWPS 0.709 0.047 -0.06068 0.127323

[표 5-12: 연구 모델 2 집중타당성 분석]

표 5-12에서 모든 경로의 표준화 계수가 0.5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구성 개념(잠재 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은 0.5 이상이며,

개념 신뢰도(CR) 역시 0.7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

에 근거하여 집중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모델 1에서 언급했듯이, 판별타당성을 검증하는 기준 중 하나는

개념들(잠재변수) 간에 동일하다(상관계수 = 1)는 가설을 기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95% 신뢰구간에서 ‘+/- 2×표준오차’를 보정한

상관계수 구간에 1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판별타당성 검증을

위한 상관계수 및 표준오차 조정 범위를 표 5-9에 제시하였다. 표 5-13

에서 모든 구성 개념의 ‘상관계수 +/- 2×표준오차’ 구간에 1이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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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 <--> SCI 0.588 0.047 -0.06636 0.121636

ITI <--> CWFI 0.537 0.061 -0.08924 0.154757

VCFP <--> UFI 0.745 0.038 -0.04769 0.10431

VCFP <--> CL 0.652 0.044 -0.05931 0.116688

VCFP <--> RC 0.336 0.063 -0.10483 0.147168

VCFP <--> EWC 0.493 0.056 -0.08439 0.139608

VCFP <--> CWPS 0.747 0.039 -0.04887 0.107133

VCFP <--> SCI 0.474 0.063 -0.09614 0.155862

VCFP <--> CWFI 0.631 0.052 -0.07119 0.136812

UFI <--> CL 0.679 0.043 -0.0568 0.115197

UFI <--> RC 0.457 0.063 -0.09721 0.154791

UFI <--> EWC 0.541 0.056 -0.0817 0.142296

UFI <--> CWPS 0.725 0.042 -0.05355 0.11445

UFI <--> SCI 0.476 0.066 -0.10058 0.163416

UFI <--> CWFI 0.654 0.049 -0.06595 0.130046

CL <--> RC 0.421 0.059 -0.09316 0.142839

CL <--> EWC 0.643 0.047 -0.06378 0.124221

CL <--> CWPS 0.681 0.042 -0.0554 0.112602

CL <--> SCI 0.611 0.048 -0.06667 0.125328

CL <--> CWFI 0.784 0.034 -0.04134 0.094656

RC <--> EWC 0.506 0.053 -0.07918 0.132818

RC <--> CWPS 0.486 0.058 -0.08781 0.144188

RC <--> SCI 0.524 0.059 -0.08708 0.148916

RC <--> CWFI 0.397 0.062 -0.09939 0.148614

EWC <--> CWPS 0.549 0.055 -0.07981 0.140195

EWC <--> SCI 0.619 0.052 -0.07181 0.136188

EWC <--> CWFI 0.688 0.045 -0.05904 0.12096

CWPS <--> SCI 0.784 0.036 -0.04378 0.100224

CWPS <--> CWFI 0.629 0.05 -0.06855 0.13145

SCI <--> CWFI 0.671 0.045 -0.05981 0.120195

[표 5-13: 연구모델 2 판별타당성 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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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타당성을 더욱 엄밀히 검증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이 구성 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표 5-14에서

대각선 항목(짙은 음영)에는 평균분산추출을 대입하여 해당 변수의 평균

분산추출과 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비교하였다.

ITI VCFP UFI CL RC EWC CWPS SCI CWFI

ITI 0.59274 0.28302 0.35046 0.10693 0.2209 0.50268 0.34574 0.34574 0.28837

VCFP 0.35046 0.67177 0.55503 0.42510 0.11290 0.24305 0.55801 0.22468 0.39816

UFI 0.28302 0.55503 0.69027 0.46104 0.20885 0.29268 0.52563 0.22658 0.42772

CL 0.35046 0.42510 0.46104 0.73790 0.17724 0.41345 0.46376 0.37332 0.61466

RC 0.10693 0.11290 0.20885 0.17724 0.57240 0.25604 0.23620 0.27458 0.15761

EWC 0.2209 0.24305 0.29268 0.41345 0.25604 0.63793 0.30140 0.38316 0.47334

CWP
S 0.50268 0.55801 0.52563 0.46376 0.23620 0.30140 0.62203 0.61466 0.39564

SCI 0.34574 0.22468 0.22658 0.37332 0.27458 0.38316 0.61466 0.55072 0.45024

CWFI 0.28837 0.39816 0.42772 0.61466 0.15761 0.47334 0.39564 0.45024 0.5891

[표 5-14: 연구모델 2 판별타당성 분석 2 - 상관계수 제곱값과 AVE 비교]

5-14에서 밝은 음영으로 표시된 CL(현금 로지스틱스 운영수준)과

CWFI(금융 기관과의 협력 정도) 간 상관계수, CWPS(기존 공급사슬과

의 조화 수준)와 SCI(공급사슬 통합수준) 간 상관계수가 판별타당성

충족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모델 2의 주요 가설 중

하나는 기존 공급사슬과의 조화 수준(CWPS), 공급사슬 통합 수준(SCI),

금융기관과의 협력 정도(CWFI)가 가지는 조절 효과의 존재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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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효과 검증을 위한 3개 변수가 제외된 기본 모형을 검증하고, 각각

의 조절 효과 변수를 하나씩 결합하여 조절 효과를 검증한다. CWPS와

SCI는 조절 효과 검증 모델에서 동시에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념

에 대한 판별타당성 불충족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CL과

CWFI 간의 판별타당성 미흡은 일부 응답자들이 두 개념에 대한 혼란을

일으켜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기업의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업 내 현금·금융 흐름에 대한 모니터

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6개의 구성 개념 간 비교쌍(pair) 중 34개의 비교쌍이

평균분산추출을 활용한 판별타당성 충족 기준을 만족시킨다(표 5-14).

충족하지 못한 2개의 비교쌍도 잠재변수 간 동일하다(상관계수 = 1)는

가설을 기각함을 확인하였다(표 5-13).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

모델 2에 사용된 잠재 변수 및 측정 지표들은 판별타당성을 충분히 확보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구조방정식 - 기본 모형

연구 모델 2에서 사용된 조절 효과를 배제한 기본 모형은 그림 5-10과

같다. 그림 5-10은 IT 인프라 구축이 금융기법 활용이나 현금 로지스틱

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현금 프로세스의 가시성 수준에 의해 완전히

매개되는 모형이다.

그림 5-10을 살펴보면 대표적 절대적합도지수인 SRMR가 0.0717, 대표

적 증분적합도지수인 CFI가 0.933, 그 외 널리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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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채

택

H1-1

IT 인프라 수준(ITI)

→ 현금흐름 프로세스의 가시성 수준

(VCFP)

0.441*** 0.61 0.056 7.855 채택

하나인 RMSEA가 0.066이다. 일부 적합도 지수가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

진 적합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대표적 적합도 지수의 수용 기준 및

정의를 고려하여 그림 5-10 구조방정식 모형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

하였다.

χ2 df p GFI AGFI NFI CFI RMSEA SRMR

571.10 266 0.000 0.849 0.816 0.882 0.933 0.066 0.0717

[그림 5-10: 연구 모델 2 구조방정식 기본 모형 - VCFP 완전매개]

경로계수 값과 유의성 검증 여부는 표 5-1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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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2
현금흐름 프로세스의 가시성 수준(VCFP)

→ 금융기법 활용 수준(UFI)
0.824*** 0.754 0.085 9.737 채택

H1-3
현금흐름 프로세스의 가시성 수준(VCFP)

→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
0.747*** 0.656 0.056 13.43 채택

H2-1
금융기법 활용 수준(UFI)

→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
0.462*** 0.367 0.11 4.202 채택

H3-1
금융기법 활용 수준(UFI)

→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수준(RC)
0.455*** 0.512 0.075 6.057 채택

H3-2
금융기법 활용 수준(UFI)

→ 운전자본 효율성 수준(EWC)
0.465** 0.404 0.101 4.617 채택

H3-3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

→ 공급사슬 단절·붕괴 비용 수준(RC)
0.257 0.241 0.097 2.65 기각

H3-4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

→ 운전자본 효율성 수준(EWC)
0.197*** 0.193 0.083 2.385 채택

H4-1
운전자본 효율성 수준(EWC)

→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수준(RC)
0.027*** 0.029 0.091 0.296 채택

* p < 0.1, ** p < 0.05, *** p < 0.01

[표 5-15: 연구 모델 2 구조방정식 기본 모형의 경로 계수]

그림 5-15 구조방정식 모형에 제시된 가설들 중 가설 3-3을 제외한

모든 가설이 유의수준 5%에서 채택되었다. 유의 수준을 1%로 낮춘다면

가설 3-2도 기각되지만, 일반적으로 통계 연구에서 유의수준 5%까지

채택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설 3-3이 기각되는 유일한 가설이라고 판단

하였다. 가설 3-3이 기각되는 사실에 비추어, 기업에서 적극적인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이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수준을 경감시키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현금 로지스틱스란 기업 내/기업 간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현금 인풋(input)과 아웃풋

(output)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 모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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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현금 로지스틱스 수행은 공급사슬의 리스크

대비 비용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가설

3-4 및 가설 4-1의 채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 효과가 존재한다.

즉, 적극적인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이 직접적으로 공급사슬 리스크를

완화시키기보다는 기업의 운전자본 효율성을 개선시켜 리스크를 경감

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 모형의 가설 검정에서 IT 인프라 수준(ITI)이 금융기법 활용이나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3장에서 논의된 가설 그룹 1의 기본 전제는 잘 구축된 인프라가 금융

공급사슬관리(FSCM)의 적극적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

서 IT 인프라 수준이 금융기법 활용 수준(UFI)이나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대한 검증도 충분히 의미 있는

추가 검증이라고 판단되었다.

모델 적합도 지수로부터 모형이 수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매개 효과에 대한 Holmbeck(1997)의 연구를 참고하여, 그림 5-11

의 완전매개 모형과 그림 5-12의 부분매개 모형 간의 카이제곱값 차이

확인을 통해 부분매개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는지를 검증

하였다. 두 모형의 카이제곱값 차이는 Δχ2 = 551.48 - 571.10 = 19.62이
다. 자유도 2인 경우 두 모형 간 유의미한 Δχ2이 5.99 이상이기 때문에

그림 5-12의 부분매개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5-11에 제시된 연구 모델 2의 부분매개 기본 모형으로부터 얻어

진 경로 계수는 표 5-16에 제시하였다. 연구 모델 2의 가설들은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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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H1-1

IT 인프라 수준(ITI)

→ 현금흐름 프로세스의 가시성 수준

(VCFP)

0.431*** 0.592 0.057 7.584

직접

효과

IT 인프라 수준(ITI)

→ 금융기법 활용 수준(UFI)
0.111*** 0.138 0.054 2.058

직접

효과

IT 인프라 수준(ITI)

→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
0.242*** 0.262 0.063 3.846

3-3(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 →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수준(RC))을 제외하고 유의 수준 0.05%에서 지지된다.

χ2 df p GFI AGFI NFI CFI RMSEA SRMR

551.48 264 0.000 0.855 0.822 0.886 0.937 0.064 0.0618

[그림 5-11: 연구 모델 2 구조방정식 기본 모형 - VCFP 부분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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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2
현금흐름 프로세스의 가시성 수준(VCFP)

→ 금융기법 활용 수준(UFI)
0.733*** 0.664 0.092 7.972

H1-3
현금흐름 프로세스의 가시성 수준(VCFP)

→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
0.279** 0.220 0.109 2.552

H2-1
금융기법 활용 수준(UFI)

→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
0.432*** 0.376 0.097 4.468

H3-1
금융기법 활용 수준(UFI)

→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수준(RC)
0.256*** 0.240 0.097 2.647

H3-2
금융기법 활용 수준(UFI)

→ 운전자본 효율성 수준(EWC)
0.197** 0.192 0.082 2.392

H3-3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

→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수준(RC)
0.029** 0.031 0.091 0.315

H3-4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

→ 운전자본 효율성 수준(EWC)
0.458*** 0.513 0.075 6.091

H4-1
운전자본 효율성 수준(EWC)

→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수준(RC)
0.367*** 0.354 0.093 3.971

* p < 0.1, ** p < 0.05, *** p < 0.01

[표 5-16: 연구 모델 2 부분매개 기본 모형의 경로 계수]

완전매개 모형 분석 결과(표 5-15)와 부분매개 모형 분석 결과(표

5-16)를 이용하여 각 경로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부분매개 모형에

서는 IT 인프라 수준이 금융기법 활용 수준 및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었다. 때문에 IT 인프라

수준, 금융기법 활용 수준,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 간의 관계에 관한

경로계수 크기에 변화가 발생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금

흐름 프로세스의 가시성 수준(VCFP) → 금융기법 활용 수준(UFI)에

대한 표준화 경로 계수는 0.754에서 0.664로 감소되었으며, IT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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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ITI) → 현금흐름 프로세스의 가시성 수준(VCFP)에 대한 표준화

경로 계수는 0.610에서 0.592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감소는 IT 인프라

수준(ITI)이 금융기법 활용 수준(UFI)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추가적

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현상을 현금흐름 프로세스의 가시성

수준(VCFP) →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에 대한 경로 계수에

대해서도 관찰할 수 있다. 가설 그룹 3과 가설 그룹 4의 경로 계수에는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3. 조절 효과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변수가 가지는 조절 효과에 대해 연구한다. 먼저

기존 공급사슬과의 조화 수준이 가지는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5-13과 같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조절 효과 검증

을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중 하나인 Marsh et al.(2004, 2012)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IBM SPSS Statistics 22.0에서 변수값에 대한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수행하였고, 조정된 값을 이용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림 5-11 기본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1) 기존 공급사슬과의 조화 수준(CWPS), (2)

금융 기법 활용 수준(UFI)과 기존 공급사슬과의 조화 수준(CWPS)의

교차항인 UFI×CWPS, (3)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과 기존 공급

사슬과의 조화 수준(CWPS)의 교차항인 CL×CWPS을 추가하였다. 새롭

게 추가된 2개의 교차항과 기존 공급사슬과의 조화 수준(CWPS)은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기존 외생 변수인 IT 인프라 수준(ITI)과의 상관 관계

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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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2 df p GFI AGFI NFI CFI RMSEA

5995.6 608 0.000 0.588 0.525 0.549 0.574 0.184

[그림 5-12: 기존공급사슬과의 조화 수준이 가지는 조절 효과 검정]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비롯한 모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모든 기준이

적합도 수용 기준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2에

제시된 구조방정식 모델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로 공급사슬 통합 수준이 가지는 조절 효과에 대해 검증하였

다. 그림 5-10의 기본 모형에서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1) 공급

사슬 통합 수준(SCI), (2) 금융 기법 활용 수준(UFI)과 공급사슬 통합

수준(SCI)의 교차항 UFI×SCI, (3)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과

공급사슬 통합 수준(SCI)의 교차항 CL×SCI을 추가하였다. 이전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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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새롭게 추가된 2개의 교차항과 공급사슬 통합 수준(SCI)은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기존 외생 변수인 IT 인프라 수준(ITI)과의 상관성을

설정하였다.

χ2 df p GFI AGFI NFI CFI RMSEA

6333.2 608 0.000 0.601 0.539 0.523 0.546 0.190

[그림 5-13: 공급사슬 통합 수준이 가지는 조절 효과 검정]

모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모든 기준이 적합도 수용 기준을 만족

하지 못한다. 그림 5-13에 제시된 구조방정식 모델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과의 협력 수준이 가지는 조절 효과에 대해 검증

하였다. 기본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1) 금융기관과의 협력 정도(CW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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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 기법 활용 수준(UFI)과 금융기관과의 협력 정도(CWFI)의 교차

항 UFI×CWFI, (3)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과 금융기관과의

협력 정도(CWFI)의 교차항 CL×CWFI을 추가하였다. 2개의 교차항과

금융기관과의 협력 정도(CWFI)는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IT 인프라

수준(ITI)과의 상관 관계를 설정하였다.

χ2 df p GFI AGFI NFI CFI RMSEA SRMR

5989.7 608 0.000 0.575 0.509 0.527 0.552 0.184 0.1706

[그림 5-14: 금융기관과의 협력 수준이 가지는 조절 효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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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모델 적합도 지수가 수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림

5-14에 제시된 구조방정식 모형은 수용하기 어렵다.

그림 5-12, 5-13, 5-14에서 사용된 구조방정식 모형은 Marsh et

al.(2004, 2012)의 연구에 근거하여 설계되었다. 일반적으로 매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방정식의 경우 Marsh et al.(2004, 2012)가 제안한

조절 효과 검증 방법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속적인 매개

효과가 고려된 구조방정식 모형이다. 그림 5-10에 제시된 기본 모형은

ITI → VCFP → UFI/CL → RC/EWC을 가정하기 때문에 3번의 매개

효과가 존재한다. 그림 5-12, 그림 5-13, 그림 5-14에 제시된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널리 사용되는 선행 연구에 근거해

있다. 하지만 3번의 연속적 매개 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조절 효과를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조절 효과를 위해

추가된 교차항 및 조절 효과 변수(CWPS, SCI, CWFI)들은 기존 모형에

존재하는 외생 변수들과 상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측정

하고자 하는 UFI/CL → RC/EWC에 미치는 조절 효과만을 분리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이러한 상관성을 0으로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한다고 하더라도, 교차항 및 조절 효과 변수의 존재가 다른

경로의 유의성 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조방정식은 회귀분석과는

달리 모형의 다중적이고 병렬적인 관계를 동시에 추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그림 5-13, 그림 5-14, 그림 5-15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모델

적합도 수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구조방정식은 제안 모델에

의해 예측된 모델예측행렬(model implied matrix)과 자료에서 얻은 표본

행렬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분석 방법이다. SRMR이나 GFI와 같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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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지수가 수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제안된 모델이 표본행렬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CFI와 같은 증분적합도지수가 수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모든 관측변수의 상관관계가 0이라고 가정한

기본 모델(null model)과 제안된 모델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RMSEA와 같은 지수는 모델 적합도를 계산하기 위한 추정

모수의 수(혹은 자유도)를 고려한다. 너무 많은 추정모수를 가질 경우

페널티(penalty)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처럼 모든 모델 적합

도 지수는 제안된 모델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제안된 구조방정식

모형이 연구 가설을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모형 적합도 지수의

신뢰성은 하락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경로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경로

에 대해 조절 효과를 따로 검증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통해 각 경로에 미치는 조절 효과만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그림 5-12, 5-13, 5-14)에서 문제가 되었던 외생 변수

간 상관관계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기존 공급사슬과의 조화 수준(CWPS)이 가지는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표 5-17과 같은 3단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 모델 3에

서 CWPS가 RC, EWC 두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공급사슬과의 조화 수준이 가지는 조절 효과는 기각

된다.

두 번째로, 공급사슬 통합 수준(SCI)이 가지는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표 5-18과 같은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 모델 2에서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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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RC에 대해 가지는 효과가 기각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3가지 모델의 R2도 독립 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공급사슬 통합 수준(SCI)은

UFI → RC, UFI → EWC, CL → EWC 3가지 경로에 대해 유의한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과의 협력 정도(CWFI)가 가지는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표 5-19와 같은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 모델 3

에서 CWFI가 두 종속 변수에 대해 가지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기 때문

에 금융기관과의 협력 정도가 가지는 조절 효과는 기각된다.

　 종속 변수

독립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RC EWC RC EWC RC EWC

UFI 0.228
***

0.137
*

0.143
*

0.101 - 0.993
***

- 0.838
***

CL 0.218
***

0.448
***

0.148
**

0.418
***

0.849
***

1.027
***

CWPS 　 　 0.208
***

0.089 - 0.005 - 0.055

UFI*CWPS 　 　 　 　 0.252
***

0.208
***

CL*CWPS 　 　 　 　 - 0.167
***

- 0.145
***

R
2

0.194 0.64 0.219 0.644 0.313 0.699

F 31.296 90.134 24.165 61.15 23.419 48.993

N 263 263 263 263 263 263

* p < 0.1, ** p < 0.05, *** p < 0.01

[표 5-17: 회귀분석을 이용한 CWPS 조절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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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 변수

독립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RC EWC RC EWC RC EWC

UFI 0.228
***

0.137
*

0.191
***

0.107
**

- 0.615
*

- 0.689
***

CL 0.218
***

0.448
***

0.09 0.344
***

1.085
***

1.212
***

SCI 　 　 0.330
***

0.268
***

0.553
***

0.384
***

UFI*SCI 　 　 　 　 0.165
***

0.163
***

CL*SCI 　 　 　 　 - 0.208
***

- 0.181
***

R
2

0.194 0.64 0.258 0.676 0.287 0.696

F 31.296 90.134 29.948 72.761 20.736 48.253

N 263 263 263 263 263 263

* p < 0.1, ** p < 0.05, *** p < 0.01

[표 5-18: 회귀분석을 이용한 SCI 조절 효과 검증]

종속 변수

독립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RC EWC RC EWC RC EWC

UFI 0.228
***

0.137
*

0.208
***

0.058 - 0.545
*

- 0.395
*

CL 0.218
***

0.448
***

0.177
**

0.286
***

0.783
***

0.381
*

CWFI 　 　 0.088 0.352
***

- 0.058 0.111

UFI*CWFI 　 　 　 　 0.163
**

0.095
*

CL*CWFI 　 　 　 　 - 0.138
**

- 0.023

R
2

0.194 0.64 0.197 0.681 0.216 0.692

F 31.296 90.134 21.185 74.807 14.186 47.157

N 263 263 263 263 263 263

* p < 0.1, ** p < 0.05, *** p < 0.01

[표 5-19: 회귀분석을 이용한 CWFI 조절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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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설 채택/기각

H5-1

Ÿ 기존 공급사슬관리의 조화 수준(CWPS)은 공급사슬 내 금융기법

활용의 리스크 대비 비용 감소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가진다.
기각

Ÿ 기존 공급사슬관리의 조화 수준(CWPS)은 공급사슬 내 금융기법

활용의 운전자본 효율성 개선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가진다.
기각

Ÿ 기존 공급사슬관리의 조화 수준(CWPS)은 현금 로지스틱스의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감소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가진다.
기각

Ÿ 기존 공급사슬관리의 조화 수준(CWPS)은 현금 로지스틱스의

운전자본 효율성 개선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가진다.
기각

H5-2

Ÿ 공급사슬 통합 수준(SCI)은 공급사슬 내 금융기법 활용의 리스크 대비

비용 감소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가진다.
채택

Ÿ 공급사슬 통합 수준(SCI)은 공급사슬 내 금융기법 활용의 운전자본

효율성 개선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가진다.
채택

Ÿ 공급사슬 통합 수준(SCI)은 현금 로지스틱스의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감소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가진다.
기각

Ÿ 공급사슬 통합 수준(SCI)은 현금 로지스틱스의 운전자본 효율성

개선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가진다.
채택

H5-3

Ÿ 금융기관과의 협력 정도(CWFI)는 공급사슬 내 금융기법 활용의

리스크 대비 비용 감소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가진다.
기각

Ÿ 금융기관과의 협력 정도(CWFI)는 공급사슬 내 금융기법 활용의

운전자본 효율성 개선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가진다.
기각

Ÿ 금융기관과의 협력 정도(CWFI)는 현금 로지스틱스의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감소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가진다.
기각

Ÿ 금융기관과의 협력 정도(CWFI)는 현금 로지스틱스의 운전자본 효율성

개선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가진다.
기각

회귀분석을 이용한 가설 그룹 5 검정 결과는 표 5-20과 같이 요약

된다.

[표 5-20: 회귀분석을 이용한 조절 효과 가설 검정]

표 5-18에 제시된 조절 변수의 계수 및 방향을 통해 조절 효과가 어떻

게 작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모델 3 금융기법 활용 수준(U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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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의 (-)부호로부터 공급사슬 통합 수준이 낮은 경우, 금융기법의

적극적 활용이 오히려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기업

의 운전자본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간신용, 역팩토

링 등의 금융 프로그램에 영세 공급자들을 포함시켰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세 공급자들은 도산·운영리스크를 증가시켜 금융기법을 통해 연결된

다른 기업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기법 활용

(UFI)과 공급사슬 통합 수준(SCI)의 교차항 계수가 (+)부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사슬 통합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기대했던 바와 같이

금융기법 활용의 한계 효용(marginal benefit)이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델 3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 계수의 (+)부호로부터

공급사슬 통합 수준이 낮더라도 현금 로지스틱스 활용을 통해 운전자본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교차항 계수의 (-)

부호로부터 공급사슬 통합 수준이 높아지면 현금 로지스틱스 활용이

운전자본 효율성 개선에 미치는 한계 효용이 감소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공급사슬 통합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사슬관리 범위가

확장되고, 운전자본관리의 복잡성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사슬 통합 수준이 개선되었을 때 발생하는 y절편 이동(가법 효과,

additive effect) 효과로 인해, 공급사슬 통합은 운전자의 효율성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문헌 연구를 통해 설정한 기존 공급사슬과의 조화 수준(CWPS)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 수준(CWFI)이 가지는 조절 효과의 존재는 기각되었



- 122 -

■ VCFP → UFI & CL에 대한 CWPS의 조절효과 검증

　
　

Model 1 Model 2 Model 3

UFI CL UFI CL UFI CL

VCFP 0.708
***

0.674 0.501
***

0.45
***

0.586
***

0.66
***

CWPS 　 　 0.308
***

0.334
***

0.388
***

0.534
***

VCFP*CWPS 　 　 　 　 - 0.019
***

- 0.048

R
2

0.711 0.664 0.744 0.704 0.745 0.708

F 266.733 206.18 161.215 127.858 107.415 86.549

N 262 262 262 262 262 262

■ VCFP → UFI & CL에 대한 CWFI의 조절효과 검증

　
　

Model 1 Model 2 Model 3

UFI CL UFI CL UFI CL

VCFP 0.708
***

0.674 0.524
***

0.375
***

0.309
***

0.344
**

CWFI 　 　 0.361
***

0.587
***

0.178 0.561
***

VCFP*CWFI 　 　 　 　 0.046 0.007

R
2

0.711 0.664 0.754 0.776 0.757 0.776

F 266.733 206.18 171.531 197.291 115.541 131.06

N 262 262 262 262 262 262

다. 그렇다면 이 2가지 변수의 조절 효과는 금융공급사슬관리(FSCM)

메카니즘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일까? 본 연구는 이 2가지 변수가 금융

공급사슬관리의 실행으로부터 성과 레버리지를 향상시키는 단계가 아닌

다른 단계에서 조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현금흐름

프로세스의 가시성(VCFP)이 공급사슬 내 금융기법의 활용(UFI)이나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CL)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과 IT 인프라 수준(ITI)이 UFI나 CL의 실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 p < 0.1, ** p < 0.05, *** p < 0.01

[표 5-21: 다른 조절 효과의 존재 가능성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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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I → UFI & CL에 대한 CWPS의 조절효과 검증

　
　

Model 1 Model 2 Model 3

UFI CL UFI CL UFI CL

ITI 0.421
***

0.473
***

0.104
*

0.194
***

- 0.183 0.104

CWPS 　 　 0.59
***

0.519
***

0.291
**

0.425
***

ITI*CWPS 　 　 　 　 0.068
**

0.021

R
2

0.463 0.51 0.655 0.649 0.665 0.65

F 71.058 91.919 97.573 94.362 68.392 62.995

N 262 262 262 262 262 262

■ ITI → UFI & CL에 대한 CWFI의 조절효과 검증

　
　

Model 1 Model 2 Model 3

UFI CL UFI CL UFI CL

ITI 0.421
***

0.473
***

0.198
***

0.207
***

- 0.023 0.145

CWFI 　 　 0.602
***

0.722
***

0.403
**

0.666
***

ITI*CWFI 　 　 　 　 0.047 0.013

R
2

0.463 0.51 0.653 0.744 0.656 0.744

F 71.058 91.919 96.483 160.751 65.162 106.889

N 262 262 262 262 262 262

VCFP → UFI & CL에 대한 CWPS 및 CWFI의 조절 효과 검증 결과

를 표 5-21에 제시하였다. VCFP와 CWPS의 교차항은 VCFP → UFI인

경우에만 유의하다. 반면 VCFP와 CWFI의 교차항은 어느 경로에 대해

서도 유의하지 않다. 경로 계수의 유의성과 R
2
값 변화에 근거하여 기존

공급사슬과의 조화 수준(CWPS)은 현금흐름 프로세스의 가시성(VCFP)

이 공급사슬 내 금융기법의 활용(UFI)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조절 효과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 p < 0.1, ** p < 0.05, *** p < 0.01

[표 5-22: 다른 조절 효과의 존재 가능성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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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 → UFI & CL에 대한 CWPS 및 CWFI의 조절 효과 검증 결과를

표 5-22에 제시하였다. 먼저 CWPS의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모델 3에서 교차항의 CL에 대한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UFI에 대한 조절 효과 검증에서는 회귀분석 모델 3에서 ITI가 가지

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두 성과 레버리지

모두에 대해서 CWPS가 가지는 조절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CWFI의

조절 효과 검증에서는 두 성과 레버리지 모두에 대해서 교차항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CWFI의 조절 효과는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CWFS와 CWFI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수행한 회귀분석 결과, CWPS가 VCFP → UFI에 대해

가지는 조절 효과만이 표 5-21에서 볼 수 있듯이 검증되었다.

표 5-21의 모델 3 현금흐름 프로세스의 가시성 수준(VCFP) 계수의

(+)부호로부터 기존 공급사슬과의 조화 수준이 낮더라도 가시적인 현금

흐름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을수록 금융 기법의 활용 빈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차항 계수의 (-)부호로부터 기존 공급사슬과의

조화 수준이 높아지면 프로세스의 가시성 수준이 금융 기법 활용 수준

개선에 미치는 한계 효용이 감소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공급사슬관리 실행·운영 방안과 금융 기법의 최적화 추구 방향이 배치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공급사슬관리와의 조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러 실행 방안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가시적 프로세스가 금융 기법의

사용을 촉진하는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공급사슬

과의 조화 수준이 개선되었을 때 발생하는 y절편 이동(가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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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ve effect) 효과로 인해, 기존 공급사슬과의 조화는 금융 기법 확장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과의 협력 정도(CWFI)가 가지는 조절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과의 협력 정도

(CWFI)가 금융공급사슬관리 작용 메카니즘에서 조절 변수로 작용하기

보다는, 메카니즘 구축의 선행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금융공급사슬관리 전개를 위한 IT 인프라 구축 시

금융 기관과의 협력을 먼저 고려한다. 2장 8절에서 언급된 모토로라,

P&G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공급사슬관리 IT 솔루션의 일부 프로

세스는 금융 기관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제공되거나 금융 기관과의 협력

을 통해 구축된다. 따라서 금융기관과의 협력 정도(CWFI)가 조절 변수

로서 작용하기보다는 IT 인프라 구축의 선행 요소, 즉 금융공급사슬관리

전개의 선행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구 모델 2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표본 수집 및 변수 설정이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기본 모형 분석을 통해 금융공급사슬관리가 작동하는 기본적

인 메카니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연구 모델 2에서 제시된 가설들

중,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이 공급사슬 리스크를 완화시킨다는 가설

(H3-2)은 기각되었다. 이를 통해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은 공급사슬 리스

크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회귀분석

을 통하여 공급사슬 통합 및 기존 공급사슬과의 조화가 가지는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다.

금융공급사슬관리에 관한 선행 문헌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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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가 금융공급사슬관리 작용 메카니즘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부족

이다. 연구 모델 2를 통해 금융공급사슬관리의 작용 메카니즘을 대한

민국 기업이라는 제한적 조건에서나마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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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모델 3

1. 군집분석

먼저 군집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된 값으로 변환시켰다. 다음으

로 최소 집단 2, 최대 집단 10을 설정하고 Ward의 방법을 이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Ward의 방법은 군집 내의 분산을 최소

로 만들어주는 군집을 찾는 방법으로서 군집 내 분산을 통제하는 방식이

다. 계층적 군집분석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동일

군집으로 분류하고, 순차적으로 다른 근접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보다 큰

군집을 형성한다(이군희, 2008). 이 때 데이터의 다른 군집에 대한 중복

소속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이 부여되며,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1개의

군집이 형성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그림 5-15: 연구 모델 3 계층적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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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덴드로그램(그림 5-15)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2개 군집, 4개 군집, 8개 군집으로 분류된다.

덴드로그램은 수집된 데이터가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몇 개의 군집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이에 군집화 스케줄(agglomerate schedule) 결과를 함께 분석하

였다. 군집화 스케줄 결과는 첨부 1에 제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적정 군집수를 결정하기 위해 군집화 스케줄의

거리 계수(distance coefficient)를 y값, 군집화 단계를 x값으로 하는 선형

도표를 그려보았다(그림 5-16).

그림 5-16을 살펴보면 거리 계수가 250 단계를 전후하여 크게 증가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250 단계 이후, 동일 군집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50단계 이후에 이루어진 군집화는 유의미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림 5-16과 첨부 1의 결과를 종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8개

군집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5-16: 단계에 따른 거리 계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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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집

1 2 3 4 5 6 7 8

IT 인프라 수준(ITI) 1.0382 -.0990 -1.092 -.9511 -1.279 .54078 .61871 -1.555

현금흐름

프로세스의

가시성 수준(VCFP)

1.1218 -.6015 -.3757 -1.481 .59860 .38882 .26318 -1.596

공급사슬 내

금융기법의 활용

수준(UFI)

1.1413 -.3093 -.2683 -1.380 .85402 .36945 -1.365 -1.474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
1.1154 .01890 -.7972 -1.732 .60988 .17115 -.0779 -.2204

　

군집 오류

F 유의수준
평균
제곱 df

평균
제곱 df

IT 인프라 수준(ITI) 27.332 7 .277 255 98.609 .000

현금흐름 프로세스의

가시성 수준(VCFP)
28.529 7 .244 255 116.777 .000

공급사슬 내 금융기법의

활용 수준(UFI)
29.788 7 .210 255 142.020 .000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
27.689 7 .267 255 103.568 .000

다음으로 8개 군집수를 파라미터로 활용하여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비계층적 군집분석은 초기에 임의로 결정된 군집에서 시작

하여 부여된 규칙에 의하여 군집을 변화시키면서 최적의 군집 분포를

찾아내는 방법이다(이군희, 2008). 본 연구에서는 K-평균 군집법

(K-means clustering)을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23: 연구 모델 3 비계층적 군집분석에서의 최종군집중심값]

[표 5-24: 연구 모델 3 비계층적 군집분석에서의 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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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종군집중심값에 대한 군집 간 차이

는 분산분석에 의해 유의하다. 표 5-23에 제시된 최종군집중심값을 바탕

으로 각 군집의 특징을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군집의 특성

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공급사슬관리(FSCM) 텍소노미

(taxonomy)를 작성하였다(그림 5-17). 이와 같은 텍소노미를 통해 각

군집이 금융공급사슬관리 인프라 및 실행 방안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5-17: 금융공급사슬관리(FSCM) 텍소노미]

연구 모델 3에서는 금융공급사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2가지 인프라

와 2가지 실행 방안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인프라와 실행 방안에 대한

그림 5-18과 같은 이론적 분류가 가능하다. H는 High level, M은

Medium level, L은 Low level을 의미한다. 인프라 수준은 (X, Y)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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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며 실행 수준도 마찬가지로 (X, Y)로 표현된다. 인프라와 실행

수준을 통합하여 각 군집의 특징은 ((X, Y), (X, Y))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림 5-18: 인프라와 실행 수준에 따른 분류 매트릭스]

표 5-23에 제시된 최종군집중심값을 활용하여 각 군집의 특징을

표 5-25와 같이 단순화하였다. 분류 기준마다 각각의 군집에 대한 최종

군집 중심값 분포 정도를 고려하여, +0.7 이상의 최종군집중심값인 경우

H(High), -0.7 이하의 최종군집중심값인 경우 L(Low), -0.7 ~ 0.7 사이

의 최종군집중심값인 경우 M(Medium)으로 군집 특성을 표기하였다.

　
군 집

1 2 3 4 5 6 7 8

IT 인프라 수준(ITI) H M L L L M M L

현금흐름 프로세스의

가시성 수준(VCFP)
H L M L M M M L

공급사슬 내 금융기법의

활용 수준(UFI)
H M M L H M L L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CL)
H M L L M M M M

[표 5-25: 군집 특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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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5와 같은 군집 특징을 활용하여 8개 군집을 그림 5-18에 매핑

(mapping)시켰다. 그림 5-19을 통해 본 연구에서 파악된 8개 군집이

금융공급사슬관리 인프라 및 실행수준 분류 매트릭스에서 어느 자리에

위치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기업들의 금융공급사슬관리 인프라 수준과

실행 수준이 항상 일치(aligned)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군집 1, 4, 6은 인프라 수준과 실행 수준이 일치하지만, 그 외 군집

들은 인프라와 실행 수준 사이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

은 몇몇 기업들은 일정 수준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이를 잘 활용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금융공급사슬관리

관련 실행 방안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여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림 5-19: 군집 매핑(mapping)]

표 5-25 및 그림 5-19를 바탕으로 각 군집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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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집 1(기업수: 52, 19.8%): 금융공급사슬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프

라를 갖추고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다. 인프라와 실행 수준이 균형

있게 고루 갖추어져 있다.

§ 군집 2(기업수: 44, 16.7%): 금융공급사슬관리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실행하지만 IT 인프라 구축 수준이 저조한 기업들이다. 또한 현금

흐름 프로세스의 가시성 수준이 매우 낮다.

§ 군집 3(기업수: 23, 8.7%): IT 인프라가 아직까지 많이 구축되지

않은 기업들이다. 이로 인해 금융 흐름 관리와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군집 4(기업수: 35, 13.3%):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가 매우 비효

율적인 기업들이다.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관심

이 전혀 없는 기업들일 가능성이 크다.

§ 군집 5(기업수: 19, 7.2%): 금융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금융공급사슬관리를 위한 IT 인프라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기업들이다. 금융 기법을 활용하지만 효과를 충분히 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 군집 6(기업수: 67, 25.5%): 수집된 표본들 중 금융공급사슬관리의

활용도가 평균 수준인 기업들이다. 금융공급사슬관리가 일부 구축·

수용되었다고 판단된다.

§ 군집 7(기업수: 15, 5.7%): 비교적 인프라는 갖추었지만 상대적으로

금융 기법 활용이 저조한 기업들이다. 이미 인프라가 일정 수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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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에 금융 기법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빠른 성과 향상이

기대된다.

§ 군집 8(기업수: 8, 3.0%): 군집 4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금융공급

사슬관리 수준이 매우 낮게 관찰되었다. 군집 4와의 차이점은 그나마

금융 흐름 관리를 위한 현금 로지스틱스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

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프라 구축이 매우 저조하고 금융

기법 활용에는 관심 없다.

그림 5-20과 같은 방사형 차트를 이용하여 각 군집의 특징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방사형 차트의 4가지 축은 위쪽부터 시계 방향으

로 IT 인프라 수준, 현금흐름 프로세스의 가시성 수준, 공급사슬 내

금융 기법의 활용 수준, 현금 로지스틱스 운영 수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 1을 제외하고는 어느 분류 기준에 대해서도 High

수준을 보이고 있는 군집이 드물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즉, 금융공급

사슬관리 인프라 구축 및 실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의 숫자가 미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기업들의

금융공급사슬관리 전개 수준이 대체적으로 저조함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집 1에 속하는 기업들이 약 19.8% 존재한다는 사실과 군집

1 기업들은 모든 측정 요소에서 High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금융

공급사슬관리, 혹은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에 비교적 관심을 많이

기울여온 기업들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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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군집 특징 관련 방사형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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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원분산분석(ANOVA)

분류된 군집 간 금융공급사슬관리 성과 레버리지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모델 2에서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수준(RC)과

운전자본의 효율성(EWC) 수준이라는 2가지 성과 레버리지가 제시되었

다. 먼저 일원분산분석(ANOVA)을 활용하여 군집 간 2가지 성과 레버리

지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표 5-26에서 볼 수

있듯이, F-검정 결과 유의수준 1%에서 군집에 따른 성과 레버리지 차이

는 유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일원분산분석은 어떤 군집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검정 테스트를 진행

한다. 본 연구에서는 Scheffe 사후 검정 테스트를 진행하여 어떤 군집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Scheffe 사후

검정은 군집별 표본수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견고(robust)

하고 가장 엄격한 사후검정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RC(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감소)의 군집 간 차이 분석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군집 사이 50.340 7 7.191 8.664 .000

군집 내 211.660 255 0.830 　 　

총계 262.000 262 　 　 　

EWC(운전자본의 효율성)의 군집 간 차이 분석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수준

군집 사이 108.191 7 15.456 25.624 .000

군집 내 153.809 255 0.603 　 　

총계 262.000 262 　 　 　

[표 5-26: 군집 간 성과 레버리지에 대한 ANOVA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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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수준에 대한 Scheffe 사후검정 결과를

첨부 ２에 제시하였다. 또한 Scheffe 사후검정을 통해 밝혀진 유의한

군집 비교쌍들을 표 5-27에 제시하였다. 비교군집 1은 군집 2, 3, 4과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수준에 있어 유의 수준 1%에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군집 2와 군집 3은 군집 1이 유의 수준 1%에서 차이를 보이는

유일한 비교 군집이다. 또한 군집 4는 군집 1, 6과 유의 수준 1%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집 5, 7, 8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비교 군집이

존재하지 않으며, 군집 6은 군집 4와 유의 수준 1%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집 1 2 3 4 5 6 7 8

1 - 　 　 　 　 　 　 　

2 *** - 　 　 　 　 　 　

3 *** 　 - 　 　 　 　 　

4 *** 　 　 - 　 　 　 　

5 　 　 　 　 - 　 　 　

6 　 　 　 *** 　 - 　 　

7 　 　 　 　 　 　 - 　

8 　 　 　 　 　 　 　 -

·유의수준 <0.01 ***, 유의수준 <0.05 **, 유의수준 <0.10 *

·군집 1과 2의 교차점에 위치한 ***은 군집 1과 군집 2의 비교가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표 5-27: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수준에 대한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첨부 ３ 및 표 5-28를 통해 운전자본의 효율성 수준에 대한 Scheffe

사후검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군집 1은 군집 2, 3, 4, 6, 7과 유의

수준 1%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집 2는 군집 1, 4와 유의수준 1%,

군집 5와 유의수준 5%, 군집 6과 유의수준 10%에서 차이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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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군집 3은 군집 1, 5, 6과 유의수준 1%에서 차이를 보이며, 군집 4

는 군집 1, 2, 5, 6, 8과 유의수준 1%, 군집 7과 유의수준 5%에서 차이

를 나타낸다. 군집 5는 유의 수준 1%에서 군집 3, 4과, 유의수준 5%에

서 군집 2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군집 6은 군집 1, 3, 4와 유의수준

1%에서, 군집 2와는 유의수준 10%에서 차이를 보인다. 군집 7은 군집 1

과 유의수준 1%, 군집 4와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이며, 군집 8은

군집 4와 유의 수준 1%에서 차이를 보인다.

군집 1 2 3 4 5 6 7 8

1 - 　 　 　 　 　 　 　

2 *** - 　 　 　 　 　 　

3 *** 　 - 　 　 　 　 　

4 *** *** 　 - 　 　 　 　

5 　 ** *** ***　 - 　 　 　

6 ***　 * *** *** 　 - 　 　

7 ***　 　 　 ** 　 　 - 　

8 　 　 　 *** 　 　 　 -

·유의수준 <0.01 ***, 유의수준 <0.05 **, 유의수준 <0.10 *

·군집 1과 2의 교차점에 위치한 ***은 군집 1과 군집 2의 비교가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표 5-28: 운전자본의 효율성 수준에 대한 Scheffe 사후검정 결과]

표 5-27 및 표 5-28에서 제시된 사후검정 결과를 통해 모든 군집들이

성과 레버리지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Scheffe 사후 검정을 통한 일대일 성과 레버리지

비교에서 상당히 많은 군집쌍들이 금융공급사슬관리 성과 레버리지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수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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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군집 #1 52 5.3038 1.1659 .16167 4.9793 5.6284 1.20 7.00

군집 #2 44 4.2091 .8944 .13483 3.9372 4.4810 2.00 6.00

군집 #3 23 3.9043 1.1150 .23249 3.4222 4.3865 2.00 6.40

군집 #4 35 3.5200 1.2595 .21290 3.0873 3.9527 1.00 6.40

군집 #5 19 4.6000 1.5916 .36515 3.8329 5.3671 1.00 6.40

군집 #6 67 4.7015 1.0159 .12411 4.4537 4.9493 1.80 6.60

군집 #7 15 4.1067 1.6697 .43111 3.1820 5.0313 1.00 6.60

군집 #8 8 4.2000 1.5857 .56061 2.8744 5.5256 1.00 5.80

운전자본

효율성

군집 #1 52 5.8654 .7267 .10078 5.6631 6.0677 4.00 7.00

군집 #2 44 4.4375 .9480 .14291 4.1493 4.7257 2.25 6.50

군집 #3 23 4.0109 .8838 .18429 3.6287 4.3931 2.75 6.25

군집 #4 35 3.4429 1.2691 .21452 3.0069 3.8788 1.25 6.25

군집 #5 19 5.4605 .57290 .13143 5.1844 5.7367 4.50 6.75

군집 #6 67 5.0858 .7669 .09369 4.8988 5.2729 2.25 6.75

군집 #7 15 4.5500 1.6535 .42692 3.6343 5.4657 1.00 7.00

군집 #8 8 5.0625 .8634 .30527 4.3406 5.7844 4.00 6.25

운전자본의 효율성 수준이라는 2가지 성과 레버리지에 대하여 군집 1,

군집 4, 군집 6 간 차이는 모두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수준에서 평균값이 높을수록 비용 감소 효과가 큼, 즉 비용

수준이 낮음을 의미함

[표 5-29: 군집별 성과 레버리지 수준]

표 5-29는 8개 군집의 성과 레버리지 평균값 및 표준 편차를 보여준

다. 표 5-29에 사용된 성과 레버리지 평균값 비교에는 표준화된 데이터

가 아니라 7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된 응답값을 활용하였다. 공급

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은 군집 #1 → 군집 #6 → 군집 #5 → 군집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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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수준 운전자본 효율성 수준

군집 군집수 평균 군집 군집수 평균

1 52 5.3038 1 52 5.8654

6 67 4.7015 5 19 5.4605

5 19 4.6 6 67 5.0858

2 44 4.2091 8 8 5.0625

8 8 4.2 7 15 4.55

7 15 4.1067 2 44 4.4375

3 23 3.9043 3 23 4.0109

4 35 3.52 4 35 3.4429

군집 #8 → 군집 #7 → 군집 #3 → 군집 #4 순서로 증가하며, 운전자본

효율성은 군집 #1 → 군집 #5 → 군집 #6 → 군집 #8 → 군집 #7 →

군집 #2 → 군집 #3 → 군집 #4의 순서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앞서 Scheffe 사후검정을 통해 모든 군집 간 차이가 유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사실 이와 같은 정렬 순서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Scheffe 사후검정을 통해 인프라 및 실행 수준이 모두

H(High)인 군집 1, 모두 M(Medium)인 군집 6, 모두 L(Low)인 군집

4 사이의 성과 레버리지 차이는 모두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군집 1,

군집 6, 군집 4 간 성과 레버리지 차이는 유의하며 2가지 성과 레버리지

모두에 대해 군집 4 → 군집 6 → 군집 1의 순서로 증가함을 표 5-30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종합하여 금융공급사슬관리 인프

라 및 실행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성과 레버리지 차이는 유의하며, 실제

로 기업들은 인프라가 구축된 수준과 실행 정도에 따라 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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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수준에서 평균값이 높을수록 비용 감소 효과가 큼, 즉 비용

수준이 낮음을 의미함

[표 5-30: 성과 레버리지 크기에 따른 군집 ordering]

Scheffe 사후검정 외에도 널리 사용되는 Bonferroni 및 Turkey 사후검

정 결과를 첨부 4～７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Bonferroni와 Turkey

방법은 Scheffe 방법에 비해 관대한 사후검정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두

방법 중에서는 Bonferroni가 Turkey에 비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사후

검정 방법으로 여겨진다. 표 5-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cheffe 방법에

비해 더 많은 군집쌍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onferroni 및 Turkey 방법을 통해서도 인프라 및 실행 수준이 모두

H(High)인 군집 1, 모두 M(Medium)인 군집 6, 모두 L(Low)인 군집 4

사이의 성과 레버리지 차이는 모두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모델 3에서는 계층적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가 금융

공급사슬관리 인프라 구축 및 실행 수준에 따라 8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들을 인프라 구축 및 실행 수준에 대한

3×3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분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수행하여 본 연구에서 수집된 8개 유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3×3 매트릭스에서 어느 곳에 위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또한, 일원분산분석을 실행하여 분류된 8개 유형의 성과 레버리

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

에서 수집된 응답 기업들은 이론적 유형 분류 프레임워크에 따라 클러스

터링 할 수 있으며, 분류된 유형에 따라 금융공급사슬관리 효과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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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줄 수 있는 성과 레버리지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금융공급사슬관리를 전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먼저 기업 내 전개되어

있는 금융공급사슬관리 인프라 및 실행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필요

가 있음을 암시한다. 자신의 기업이 3×3 매트릭스에서 어느 위치에 매핑

되는지를 파악한 후, 유형에 따라 적합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모델 2에서 제시한 금융공급사슬관리 메카니즘을 참고하여 유형별

최적 금융공급사슬관리 전개·발전 전략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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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수준에 대한 사후검정결과

군집 1 2 3 4 5 6 7 8

S B T S B T S B T S B T S B T S B T S B T S B T

1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6 *** *** *** - - -

7 ** ** - - -

8 - - -

운전자본의 효율성 수준에 대한 사후검정결과

군집 1 2 3 4 5 6 7 8

S B T S B T S B T S B T S B T S B T S B T S B T

1 - - -

2 *** *** *** - - -

3 *** *** *** - - -

4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S: Scheffe 사후검정 결과, B: Bonferroni 사후검정 결과, T: Turkey 사후검정 결과

[표 5-31: Scheffe, Bonferroni, Turkey 사후검정 비교]



- 144 -

제 6 장 결 론

현재 학문 간 융합이 큰 트렌드(trend)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적인

학문 주제를 넘어서, 다른 학문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를 도입하고 융합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요소 관리 및 금융 기법 적용에 관심을 둔 금융

공급사슬관리(Financial Supply Chain Management, FSCM), 혹은 공급

사슬금융(Supply Chain Finance, SCF)도 이와 같은 트렌드의 하나이다.

이미 많은 현장 관리자들에 의해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에 대한 중요

성이 언급되었다. 액센츄어(Accenture), 딜로이트(Deloitte)와 같은 컨설

팅(consulting) 회사들은 금융 기법의 하나로서의 공급사슬금융 뿐만

아니라 공급사슬관리가 금융과 결합하여 변화될 차세대 버전의 공급사슬

운영전략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에 운영 관리(operations management) 분야에서도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요소·흐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운영 관리 분야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공급사슬에서의 금융·현금 흐름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과 이를 효과적으로 물류 공급사슬 관리와 결합할 방안에 대해 관심

을 기울였다. 2010년대 이후에는 더욱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다. 많은

유명 운영 관리 저널에서 금융공급사슬관리나 공급사슬금융을 다룬 연구

들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첨부 8).

하지만 Gelsomino et al.(2016)가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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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과에 어떻게 이바지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작용 메카니즘

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부재는 기업들이 공급사슬에서의 적극적 금융

관리를 망설이게 하는 주된 이유로 여겨진다. 2013년 딜로이트(Deloitte)

보고서에 따르면 오직 14% 기업들만이 금융공급사슬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관심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는 31%의 기업

은 투자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고, 또다른 31% 기업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림 6-1: 금융공급사슬 도입이 어려운 이유, 출처: 딜로이트, 2013]

이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된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였다.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를 금융관점(finance

oriented perspective)과 공급사슬관점(supply chain oriented perspective)

에서 정의하였으며, 9가지 주요 구성 요소(construct)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사슬 관점에서 정의된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를 금융

공급사슬관리(FSCM)라고 지칭한다. 금융공급사슬관리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정리는 향후 진행될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에 관심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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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관리 분야 연구자들에게 시작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1. 연구 모델 1의 결론 및 시사점

연구 모델 1을 통해 공급사슬 내 금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

기법 및 공급사슬 거래별 현금 흐름을 추적(tracking)하는 현금 로지스틱

스와 같은 금융공급사슬관리 실행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공급

사슬 원가 경쟁력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금융공급

사슬관리 실행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모델

1은 기업의 원가 경쟁력, 금융공급사슬관리 실행, 기업의 재무적 성과라

는 3가지 변수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3가지 변수 사이의 관계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메카니즘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원가 경쟁력이 재무 성과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있어 금융공급사슬관리 실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모델 1에서 제시된 4개 모형 중, 중개적 역할(매개 효과) 모형만

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 효과의 존재는 기업이 원가 경쟁력

을 강화할수록 금융공급사슬관리를 활발히 실행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향상됨을 의미한다. 조절 효과 모형과 인프라 효과 모형

은 모델 적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하지 않았으며, 독립적 효과 모델은

원가 경쟁력이 재무 성과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기 때문에 유의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금융공급사슬관리 실행은 특히 완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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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완전 매개 효과는 완전매개·부분매개 모형 간 카이제곱값 차이

(0.96)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두 모형의 카이제곱값 차이가 α=0.05
수준에서 3.84보다 작은 경우 두 모형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매개가 지지된다. Hsu et al.(2009)는 기업의 운영 능력(operations

capability)이 기업 성과(firm performance)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공급사슬실행(supply chain management practice)이 가지는 완전매개

효과(full mediation effect)에 대해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기업의 운영 능력은 신규제품개발, JIT(Just In Time) 생산·배송, 품질

관리와 같은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되었으며, 공급사슬실행(supply chain

management practice)은 공급사슬통합(supply chain integration), 의사소

통(communication), 근접성(proximity), 반응시간감소(reducing response

time) 등을 이용하여 측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측정 방식과는 다소

상이하다. 하지만 공급사슬의 다양한 실행 방안이 기업의 운영 능력과

재무 성과와의 관계에 대해 가지는 완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판단된다.

기업의 원가 경쟁력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금융

공급사슬관리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수행되지 않았

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완전 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Pfohl and Gomm(2009)은 공급사슬금융이

가지는 인프라(infra)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공급사슬금융 실행이

제품의 판매(sales)를 향상시키고, 생산 비용(cost)을 감소시켜 기업가치

(corporate value)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개념적 연구 프레임워크를 통해

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Pfohl and Gomm(2009)의 연구는 금융 기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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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공급사슬금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해 본

연구와 상이한 결론이 도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 모델 2의 결론 및 시사점

연구 모델 2에서는 금융공급사슬관리의 9개 핵심 요인(construct) 간

상호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구조방정식과 3단계 회귀분석

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조절 효과를 배제한 기본 모형의 가설은 대부

분 지지되었다. 먼저 금융공급사슬관리 IT 인프라 구축이 현금 관리

프로세스의 가시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금 관리 프로세스의 가시성 확보는 기업간신용(trade credit)·공급사슬

금융(supply chain finance) 등 공급사슬 내 금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 기법의 실행 및 공급사슬 거래별 금융 흐름을 관리하는 현금 로지

스틱스 수행을 용이하게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간신용이나 공급

사슬금융과 같은 금융공급사슬관리 기법 실행은 공급사슬 내 리스크

대비 비용을 감소시키고, 운전자본 효율성을 개선함도 확인하였다. 마지

막으로 현금 로지스틱스 수행을 통해 운전자본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현금 로지스틱스 시행이 공급사슬 내 리스크

비용 감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현금 로지스틱스 시행은 공급사슬의 리스크 비용 감소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운전자본 효율성 개선을 통해 간접

적으로 영향을 발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3가지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공급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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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실행이 공급사슬 내 리스크 대비 비용을 감소시키고 운전자본 효율

성을 개선하는데 있어서의, 공급사슬 통합 수준이 가지는 조절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적극적인 현금 로지스틱스 실행이 운전자본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있어서의 공급사슬통합의 조절 효과를 관찰하였다.

같은 경로에 대해 기존 공급사슬과의 조화 수준, 금융 기관과의 관계

정도가 가지는 조절 효과에 대해서도 검증하였지만 유의한 결과가 관찰

되지 않았다.

추가 회귀 분석을 통해 기존공급사슬과의 조화 수준이 가지는 조절

효과를 밝혀내었다. 기존공급사슬과의 조화는 현금 관리 프로세스의

가시성 확보가 공급사슬 내 금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 기법 및

현금 로지스틱스 수행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의 조절 변수로 작용하였

다. 하지만 금융 기관과의 협력이 가지는 조절 효과는 어떤 경로에 대해

서도 관찰되지 않았다. 금융공급사슬관리를 위한 IT 인프라 대부분은

금융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구축된다. 실제로 많은 금융기관들이 공급

사슬금융이나 혹은 역팩토링을 수행하는 IT 솔루션을 직접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금융 기관과의 협력은 조절 변수로 작용하기보다는 금융공

급사슬관리 실행을 위한 선결(pre-requisite)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금융기관과의 협력이 가지는 선결 변수 역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공급사슬관리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기업들에게 추천한다.

(1) 금융공급사슬관리를 위한 IT 인프라 및 가시적 프로세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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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금융 기관과의 효율적 협력(effective cooperation)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한다.

(2) 금융공급사슬관리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금융

공급사슬관리 실행 방안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공급사슬이 기존 공급

사슬과 얼마만큼 조화(coordination)를 이루는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금융공급사슬관리 수행과 기존 공급사슬관리의 수행이 상호 배치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효과적인 금융공급사슬관리 실행이 불가능하다.

(3) 금융공급사슬관리가 잘 수행되고 있다면, 금융공급사슬관리가 기업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성과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관심

을 기울여야 한다. 공급사슬통합이 향상됨에 따라 이와 같은 효과는

향상될 것이다. 공급사슬 참여자(공급자, 구매자, 기타 등)와의 의사소통

빈도 및 파트너십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금융공급사슬관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전략적 관계 구축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4) 하지만 공급사슬통합에 대한 급진적 추진(radical approach)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점진적인 공급사슬통합

증대가 바람직한 접근법일 것이다(Kim and Narashiman, 2002)

3. 연구 모델 3의 결론 및 시사점

연구 모델 3에서는 금융공급사슬관리 인프라 및 실행 수준에 근거하여

응답 기업들에 대한 클러스터링(clustering)을 시도하였다. H(High),

M(Medium), L(Low)이라는 3단계 수준을 고려하여 각 기준(인프라 및

실행 수준)마다 9개 유형이 존재하리라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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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응답한 기업들은 8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8개 유형은

((H,H),(H,H)), ((M,L),(H,H)), ((L,M),(M,L)), ((L,L),(L,L)),

((L,M),(H,M)), ((M,M),(M,M)), ((M,M),(L,M)), ((L,L),(L,M))로 관찰되었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제로 상이한 수준의 금융공급사슬관리 인프라

및 실행 수준을 가진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기업들의 금융공급사슬관리 인프라 수준과 실행 수준이 항상 정렬

(aligned)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시켜준다. 어떤 기업은

실행 수준에 비해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으며, 어떤 기업은 인프라

는 미진하지만 실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유형 1을 제외하고는 어느 측정 요소에라도 High를 보이고 있는 군집

이 매우 드물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응답 기업들의 금융공급사슬관리

활용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유형 1에 속하

는 기업이 19.8%에 달한다는 점과 유형 1 기업들은 모든 분류 기준에서

High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공급사슬관리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들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로 금융공급사슬관리 인프라를 일정 수준 구축

하여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일부 존재함을 나타낸다. 이는

금융공급사슬관리를 새로운 혁신 기법으로 정의하여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해 주로 논의하던 선행 연구들(i.e. Wutt et al., 2016)과 관점을 달리

한다.

연구 모델 3에서는 도출된 유형 간 금융공급사슬관리 성과 레버리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H(High)/M(Medium)/L(Low) 유형에 따라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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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전자본의 효율성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인프라

및 실행 수준이 높을수록 개선된 성과 레버리지를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금융공급사슬관리 인프라 및 실행 수준에 따라 분류된 군집 유형

을 통해 금융공급사슬관리 실행 효과(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운전

자본의 효율성 수준)를 짐작해볼 수 있음을 나타낸다.

금융공급사슬관리를 실행하여 효과를 보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먼저

자신들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유형에 따라 인프라에

더욱 투자할지, 적절한 금융 기법 실행을 강화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연구 모델 2에서 검증된 금융공급사슬관리 작용 메카니즘을 참고

하여 어떤 방향으로 금융공급사슬관리를 전개하면 더욱 효과적일지를

가늠할 수 있다.

4.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사실 한 기업의 재무,

생산관리, 공급사슬관리를 포괄하는 지식을 가진 응답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 본 연구의 설문 응답 자격을 엄격히 제한했던 이유이다. 향후에는

소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엄격한 인터뷰를 함께 실시한다면 금융공급사슬

관리 작용 메카니즘 및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욱 풍부한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8개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IT 인프라에 대한 9개 군집 분류와 금융공급사슬관리 실행 수준

에 관한 9개 군집 분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군집 유형에 비해 실제로



- 153 -

수집된 데이터는 8개 군집의 특징만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좀 더 다양

한 국가·산업에 분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면 더욱

다양한 군집 유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부한 군집

유형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원가 경쟁력 외 공급사슬의 다른 경쟁력이 기업 성과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서의 금융공급사슬관리 실행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

할 수 있다. 운영 관리 선행 연구에서는 매우 다양한 공급사슬 경쟁력이

논의되었다. 원가·가격 경쟁력 외에도, 고객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경쟁

력, 제품 혁신에 있어서의 경쟁력, 공급사슬 운영의 유연함(flexibility)

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경쟁력들이 금융공급사슬관리 실행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모델 3에서 규명된 군집 유형에 따라 연구 모델 1, 2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유형의 표본수가 너무 적어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조방정식을 적용

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모(i.e. 대기업 vs 중소기

업)에 따라 연구 모델 1, 2를 살펴보는 것도 더욱 다양한 시사점을 보여

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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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8 91 .173 0 0 59

12 11 74 .197 0 0 87

13 109 125 .231 0 0 103

14 66 231 .268 0 0 119

15 151 206 .304 0 0 148

16 108 194 .340 0 0 97

17 27 104 .377 0 0 81

18 29 70 .416 0 2 162

19 9 247 .455 0 0 83

20 218 221 .495 0 0 85

21 191 215 .534 0 0 60

22 30 133 .574 4 0 49

23 248 260 .614 0 0 94

24 235 244 .654 0 0 46

25 50 239 .693 0 0 111

26 141 154 .733 0 0 98

27 69 102 .773 0 0 70

28 127 257 .813 0 0 69

29 28 124 .857 3 0 67

30 172 203 .907 0 0 88

31 34 180 .957 0 0 198

32 22 93 1.007 0 0 73

33 132 259 1.057 0 0 87

34 18 161 1.108 9 0 70

35 76 196 1.160 0 0 93

36 52 201 1.212 8 0 130

37 134 226 1.267 0 0 107

38 46 177 1.322 0 0 76

39 138 143 1.386 0 0 154

40 68 188 1.450 0 0 71

첨부 1: 연구 모델 3 계층적 군집분석에서의 군집화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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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3 224 1.514 0 0 157

42 80 214 1.579 0 0 98

43 219 261 1.645 0 0 156

44 82 90 1.711 0 0 121

45 13 97 1.778 1 0 79

46 182 235 1.844 0 24 185

47 40 234 1.912 0 0 80

48 99 216 1.983 0 0 120

49 30 220 2.055 22 0 103

50 43 171 2.129 0 0 119

51 21 81 2.203 0 0 112

52 145 198 2.278 0 0 73

53 199 212 2.357 0 0 105

54 183 223 2.437 0 0 127

55 106 222 2.517 0 0 137

56 77 87 2.598 0 0 101

57 213 225 2.679 0 0 134

58 17 49 2.760 0 0 154

59 78 92 2.845 11 0 116

60 191 253 2.934 21 0 111

61 2 123 3.024 0 0 123

62 7 232 3.118 10 0 104

63 112 152 3.212 0 0 126

64 120 228 3.309 0 0 147

65 47 128 3.407 0 0 152

66 144 149 3.505 0 0 100

67 28 72 3.607 29 0 96

68 95 135 3.712 0 0 128

69 107 127 3.821 0 28 161

70 18 69 3.930 34 27 115

71 68 110 4.041 40 0 147

72 67 263 4.152 0 0 153

73 22 145 4.265 32 52 95

74 45 159 4.381 0 0 126

75 41 116 4.498 0 0 195

76 46 121 4.615 38 0 165

77 55 101 4.734 0 0 183

78 51 71 4.856 0 0 124

79 13 115 4.977 45 0 89

80 40 130 5.102 47 0 151

81 27 236 5.229 17 0 133

82 24 208 5.359 0 0 143

83 9 37 5.490 19 0 214

84 10 181 5.621 0 0 177

85 62 218 5.753 0 20 187

86 54 105 5.886 0 0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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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1 132 6.028 12 33 142

88 114 172 6.171 0 30 169

89 13 44 6.315 79 0 145

90 32 129 6.463 0 0 149

91 131 202 6.614 0 0 206

92 100 155 6.765 0 0 161

93 76 170 6.920 35 0 168

94 53 248 7.075 0 23 116

95 22 23 7.235 73 0 188

96 28 165 7.395 67 0 164

97 108 245 7.560 16 0 131

98 80 141 7.724 42 26 130

99 94 205 7.893 0 0 135

100 142 144 8.064 0 66 178

101 25 77 8.241 0 56 162

102 210 251 8.417 0 0 146

103 30 109 8.596 49 13 192

104 7 230 8.780 62 0 190

105 1 199 8.967 6 53 144

106 163 217 9.155 0 0 213

107 134 140 9.343 37 0 181

108 174 207 9.543 0 0 193

109 118 148 9.745 7 0 180

110 58 117 9.948 0 0 193

111 50 191 10.151 25 60 182

112 21 103 10.358 51 0 151

113 6 238 10.566 0 0 200

114 56 255 10.775 0 0 125

115 18 64 10.985 70 0 170

116 53 78 11.202 94 59 210

117 122 158 11.420 0 0 209

118 57 136 11.638 0 0 185

119 43 66 11.859 50 14 170

120 99 179 12.088 48 0 165

121 82 187 12.317 44 0 168

122 88 113 12.554 0 0 160

123 2 197 12.796 61 0 196

124 51 211 13.044 78 0 169

125 56 146 13.294 114 0 184

126 45 112 13.561 74 63 220

127 183 252 13.830 54 0 181

128 95 185 14.099 68 0 179

129 54 240 14.374 86 0 182

130 52 80 14.657 36 98 205

131 108 237 14.947 97 0 205

132 12 36 15.239 0 0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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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26 27 15.532 5 81 215

134 162 213 15.829 0 57 172

135 94 96 16.126 99 0 188

136 35 38 16.429 0 0 194

137 106 169 16.740 55 0 223

138 241 246 17.053 0 0 223

139 5 137 17.370 0 0 224

140 84 204 17.694 0 0 203

141 39 157 18.018 0 0 200

142 11 15 18.350 87 0 197

143 24 258 18.692 82 0 189

144 1 98 19.040 105 0 177

145 13 31 19.400 89 0 175

146 16 210 19.765 0 102 228

147 68 120 20.133 71 64 221

148 4 151 20.500 0 15 199

149 32 176 20.875 90 0 196

150 193 242 21.251 0 0 175

151 21 40 21.630 112 80 220

152 19 47 22.011 0 65 176

153 67 250 22.394 72 0 191

154 17 138 22.780 58 39 204

155 192 200 23.175 0 0 228

156 156 219 23.577 0 43 191

157 33 160 23.982 41 0 184

158 184 233 24.386 0 0 163

159 60 243 24.793 0 0 212

160 88 173 25.246 122 0 201

161 100 107 25.708 92 69 192

162 25 29 26.189 101 18 178

163 139 184 26.693 0 158 227

164 3 28 27.204 0 96 231

165 46 99 27.720 76 120 195

166 65 167 28.239 0 0 213

167 83 111 28.761 0 0 208

168 76 82 29.299 93 121 199

169 51 114 29.872 124 88 217

170 18 43 30.461 115 119 212

171 59 126 31.058 0 0 234

172 162 195 31.656 134 0 227

173 12 186 32.259 132 0 203

174 85 249 32.865 0 0 218

175 13 193 33.478 145 150 248

176 14 19 34.103 0 152 243

177 1 10 34.745 144 84 202

178 25 142 35.399 162 100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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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95 164 36.055 128 0 206

180 61 118 36.711 0 109 189

181 134 183 37.373 107 127 225

182 50 54 38.041 111 129 238

183 55 119 38.726 77 0 217

184 33 56 39.427 157 125 194

185 57 182 40.132 118 46 207

186 79 86 40.858 0 0 230

187 48 62 41.585 0 85 226

188 22 94 42.345 95 135 202

189 24 61 43.108 143 180 233

190 7 262 43.878 104 0 221

191 67 156 44.694 153 156 226

192 30 100 45.535 103 161 197

193 58 174 46.397 110 108 218

194 33 35 47.267 184 136 236

195 41 46 48.149 75 165 214

196 2 32 49.056 123 149 251

197 11 30 49.979 142 192 237

198 8 34 50.913 0 31 246

199 4 76 51.856 148 168 244

200 6 39 52.804 113 141 210

201 42 88 53.756 0 160 219

202 1 22 54.726 177 188 240

203 12 84 55.712 173 140 230

204 17 147 56.758 154 0 211

205 52 108 57.819 130 131 229

206 95 131 58.892 179 91 222

207 57 166 60.086 185 0 239

208 83 229 61.350 167 0 245

209 122 227 62.644 117 0 235

210 6 53 64.018 200 116 238

211 17 190 65.474 204 0 224

212 18 60 66.936 170 159 215

213 65 163 68.451 166 106 234

214 9 41 69.986 83 195 237

215 18 26 71.543 212 133 231

216 178 189 73.107 0 0 235

217 51 55 74.730 169 183 241

218 58 85 76.379 193 174 239

219 42 63 78.061 201 0 245

220 21 45 79.886 151 126 242

221 7 68 81.743 190 147 236

222 95 175 83.620 206 0 247

223 106 241 85.511 137 138 233

224 5 17 87.494 139 211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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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25 134 89.483 178 181 229

226 48 67 91.562 187 191 243

227 139 162 93.706 163 172 232

228 16 192 95.894 146 155 246

229 25 52 98.454 225 205 242

230 12 79 101.043 203 186 241

231 3 18 103.729 164 215 240

232 5 139 106.424 224 227 259

233 24 106 109.212 189 223 249

234 59 65 112.054 171 213 244

235 122 178 115.011 209 216 250

236 7 33 118.272 221 194 253

237 9 11 121.649 214 197 253

238 6 50 125.332 210 182 251

239 57 58 129.066 207 218 247

240 1 3 132.955 202 231 248

241 12 51 137.660 230 217 249

242 21 25 142.407 220 229 257

243 14 48 147.463 176 226 254

244 4 59 153.369 199 234 250

245 42 83 159.520 219 208 254

246 8 16 165.815 198 228 252

247 57 95 172.375 239 222 256

248 1 13 179.186 240 175 260

249 12 24 186.780 241 233 252

250 4 122 195.661 244 235 257

251 2 6 204.615 196 238 255

252 8 12 214.694 246 249 261

253 7 9 225.425 236 237 255

254 14 42 240.254 243 245 258

255 2 7 256.257 251 253 256

256 2 57 277.749 255 247 259

257 4 21 300.928 250 242 258

258 4 14 335.121 257 254 261

259 2 5 389.070 256 232 260

260 1 2 472.946 248 259 262

261 4 8 568.473 258 252 262

262 1 4 1048.000 260 2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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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번호 평균 차이(I-J) 표준 오차 유의수준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Scheffe

사후검정

1

2 .84491810 .18661964 .006 .1387367 1.5510995

3 1.0801149 .22814701 .003 .2167912 1.9434387

4 1.3767496 .19919282 .000 .6229905 2.1305088

5 .54321946 .24423081 .666 -.3809665 1.4674054

6 .46488882 .16837754 .371 -.1722632 1.1020408

7 .92396782 .26701757 .107 -.0864448 1.9343804

8 .85193434 .34600208 .534 -.4573610 2.1612296

2

1 -.8449181 .18661964 .006 -1.551099 -.1387367

3 .23519681 .23442120 .995 -.6518689 1.1222625

4 .53183155 .20634927 .469 -.2490081 1.3126712

5 -.3016986 .25010184 .983 -1.248100 .6447037

6 -.3800292 .17678585 .706 -1.048998 .2889403

7 .07904972 .27239792 1.000 -.9517225 1.1098219

8 .00701625 .35017093 1.000 -1.318054 1.3320868

3

1 -1.080114 .22814701 .003 -1.943438 -.2167912

2 -.2351968 .23442120 .995 -1.122262 .6518689

4 .29663474 .24454895 .983 -.6287551 1.2220245

5 -.5368954 .28244486 .822 -1.605685 .5318950

6 -.6152260 .22017585 .354 -1.448386 .2179342

7 -.1561470 .30236533 1.000 -1.300318 .9880238

8 -.2281805 .37395701 1.000 -1.643259 1.1868981

4

1 -1.376749 .19919282 .000 -2.130508 -.6229905

2 -.5318315 .20634927 .469 -1.312671 .2490081

3 -.2966347 .24454895 .983 -1.222024 .6287551

5 -.8335301 .25961860 .177 -1.815944 .1488842

6 -.9118608 .19001085 .002 -1.630874 -.1928469

7 -.4527818 .28116101 .919 -1.516714 .6111505

8 -.5248153 .35703020 .950 -1.875841 .8262112

첨부 2: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수준에 대한 Scheffe 사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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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5432194 .24423081 .666 -1.467405 .3809665

2 .30169864 .25010184 .983 -.6447037 1.2481009

3 .53689545 .28244486 .822 -.5318950 1.6056859

4 .83353019 .25961860 .177 -.1488842 1.8159446

6 -.0783306 .23680168 1.000 -.9744042 .8177429

7 .38074836 .31467829 .983 -.8100156 1.5715123

8 .30871488 .38398109 .999 -1.144295 1.7617253

6

1 -.4648888 .16837754 .371 -1.102040 .1722632

2 .38002928 .17678585 .706 -.2889403 1.0489989

3 .61522609 .22017585 .354 -.2179342 1.4483864

4 .91186083 .19001085 .002 .1928469 1.6308748

5 .07833064 .23680168 1.000 -.8177429 .9744042

7 .45907900 .26023976 .873 -.5256859 1.4438439

8 .38704553 .34079874 .988 -.9025600 1.6766511

7

1 -.9239678 .26701757 .107 -1.934380 .0864448

2 -.0790497 .27239792 1.000 -1.109821 .9517225

3 .15614709 .30236533 1.000 -.9880238 1.3003180

4 .45278183 .28116101 .919 -.6111505 1.5167141

5 -.3807483 .31467829 .983 -1.571512 .8100156

6 -.4590790 .26023976 .873 -1.443843 .5256859

8 -.0720334 .39886235 1.000 -1.581355 1.4372887

8

1 -.8519343 .34600208 .534 -2.161229 .4573610

2 -.0070162 .35017093 1.000 -1.332086 1.3180543

3 .22818057 .37395701 1.000 -1.186898 1.6432592

4 .52481530 .35703020 .950 -.8262112 1.8758418

5 -.3087148 .38398109 .999 -1.761725 1.1442956

6 -.3870455 .34079874 .988 -1.676651 .9025600

7 .07203347 .39886235 1.000 -1.437288 1.58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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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번호
평균

차이(I-J) 표준 오차 유의수준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Scheffe

사후검정

1

2 1.17863905 .15908491 .000 .5766510 1.7806271

3 1.53079866 .19448514 .000 .7948537 2.2667436

4 1.99966121 .16980299 .000 1.3571152 2.6422072

5 .33418793 .20819586 .920 -.4536393 1.1220152

6 .64348634 .14353433 .007 .1003427 1.1866300

7 1.08577658 .22762056 .003 .2244450 1.9471082

8 .66273643 .29495132 .654 -.4533794 1.7788522

2

1 -1.178639 .15908491 .000 -1.780627 -.5766510

3 .35215961 .19983361 .874 -.4040243 1.1083435

4 .82102216 .17590354 .004 .1553913 1.4866531

5 -.8444511 .21320065 .032 -1.651216 -.0376854

6 -.5351527 .15070204 .087 -1.105419 .0351140

7 -.0928624 .23220706 1.000 -.9715497 .7858248

8 -.5159026 .29850508 .885 -1.645466 .6136608

3

1 -1.530798 .19448514 .000 -2.266743 -.7948537

2 -.3521596 .19983361 .874 -1.108343 .4040243

4 .46886255 .20846706 .653 -.3199909 1.2577160

5 -1.196610 .24077163 .001 -2.107706 -.2855146

6 -.8873123 .18769008 .003 -1.597544 -.1770803

7 -.4450220 .25775295 .886 -1.420376 .5303325

8 -.8680622 .31878166 .390 -2.074353 .3382292

4

1 -1.999661 .16980299 .000 -2.642207 -1.3571152

2 -.8210221 .17590354 .004 -1.486653 -.1553913

3 -.4688625 .20846706 .653 -1.257716 .3199909

5 -1.665473 .22131327 .000 -2.502937 -.8280089

6 -1.356174 .16197577 .000 -1.969102 -.7432476

7 -.9138846 .23967721 .046 -1.820839 -.0069298

8 -1.336924 .30435231 .009 -2.488614 -.1852350

5 1 -.3341879 .20819586 .920 -1.122015 .4536393

첨부 3: 운전자본의 효율성 수준에 대한 Scheffe 사후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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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4445112 .21320065 .032 .0376854 1.6512168

3 1.19661073 .24077163 .001 .2855146 2.1077069

4 1.66547328 .22131327 .000 .8280089 2.5029377

6 .30929841 .20186286 .937 -.4545643 1.0731611

7 .75158865 .26824919 .350 -.2634845 1.7666618

8 .32854851 .32732673 .995 -.9100780 1.5671750

6

1 -.6434863 .14353433 .007 -1.186630 -.1003427

2 .53515271 .15070204 .087 -.0351140 1.1054194

3 .88731232 .18769008 .003 .1770803 1.5975443

4 1.35617487 .16197577 .000 .7432476 1.9691022

5 -.3092984 .20186286 .937 -1.073161 .4545643

7 .44229024 .22184277 .782 -.3971778 1.2817583

8 .01925010 .29051571 1.000 -1.080081 1.1185812

7

1 -1.085776 .22762056 .003 -1.947108 -.2244450

2 .09286247 .23220706 1.000 -.7858248 .9715497

3 .44502208 .25775295 .886 -.5303325 1.4203767

4 .91388463 .23967721 .046 .0069298 1.8208394

5 -.7515886 .26824919 .350 -1.766661 .2634845

6 -.4422902 .22184277 .782 -1.281758 .3971778

8 -.4230401 .34001234 .980 -1.709669 .8635896

8

1 -.6627364 .29495132 .654 -1.778852 .4533794

2 .51590261 .29850508 .885 -.6136608 1.6454661

3 .86806222 .31878166 .390 -.3382292 2.0743536

4 1.33692477 .30435231 .009 .1852350 2.4886145

5 -.3285485 .32732673 .995 -1.567175 .9100780

6 -.0192501 .29051571 1.000 -1.118581 1.0800810

7 .42304014 .34001234 .980 -.8635896 1.709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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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번호 평균 차이(I-J) 표준 오차 유의수준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Bonferroni

사후검정

1

2 .84491810 .18661964 .000 .2557599 1.4340763

3 1.08011491 .22814701 .000 .3598547 1.8003751

4 1.37674965 .19919282 .000 .7478979 2.0056014

5 .54321946 .24423081 .756 -.2278172 1.3142562

6 .46488882 .16837754 .173 -.0666791 .9964567

7 .92396782 .26701757 .018 .0809933 1.7669423

8 .85193434 .34600208 .405 -.2403943 1.9442630

2

1 -.84491810 .18661964 .000 -1.4340763 -.2557599

3 .23519681 .23442120 1.000 -.5048710 .9752646

4 .53183155 .20634927 .295 -.1196131 1.1832762

5 -.30169864 .25010184 1.000 -1.0912702 .4878729

6 -.38002928 .17678585 .911 -.9381422 .1780837

7 .07904972 .27239792 1.000 -.7809106 .9390100

8 .00701625 .35017093 1.000 -1.0984734 1.1125059

3

1 -1.0801149 .22814701 .000 -1.8003751 -.3598547

2 -.23519681 .23442120 1.000 -.9752646 .5048710

4 .29663474 .24454895 1.000 -.4754063 1.0686758

5 -.53689545 .28244486 1.000 -1.4285739 .3547830

6 -.61522609 .22017585 .157 -1.3103213 .0798691

7 -.15614709 .30236533 1.000 -1.1107145 .7984203

8 -.22818057 .37395701 1.000 -1.4087629 .9524018

4

1 -1.37674965 .19919282 .000 -2.0056014 -.7478979

2 -.53183155 .20634927 .295 -1.1832762 .1196131

3 -.29663474 .24454895 1.000 -1.0686758 .4754063

5 -.83353019 .25961860 .042 -1.6531462 -.0139142

6 -.91186083 .19001085 .000 -1.5117251 -.3119965

7 -.45278183 .28116101 1.000 -1.3404072 .4348435

8 -.52481530 .35703020 1.000 -1.6519597 .6023291

첨부 4: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수준에 대한 Bonferonni

사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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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54321946 .24423081 .756 -1.3142562 .2278172

2 .30169864 .25010184 1.000 -.4878729 1.0912702

3 .53689545 .28244486 1.000 -.3547830 1.4285739

4 .83353019 .25961860 .042 .0139142 1.6531462

6 -.07833064 .23680168 1.000 -.8259136 .6692523

7 .38074836 .31467829 1.000 -.6126910 1.3741878

8 .30871488 .38398109 1.000 -.9035135 1.5209432

6

1 -.46488882 .16837754 .173 -.9964567 .0666791

2 .38002928 .17678585 .911 -.1780837 .9381422

3 .61522609 .22017585 .157 -.0798691 1.3103213

4 .91186083 .19001085 .000 .3119965 1.5117251

5 .07833064 .23680168 1.000 -.6692523 .8259136

7 .45907900 .26023976 1.000 -.3624980 1.2806560

8 .38704553 .34079874 1.000 -.6888562 1.4629472

7

1 -.92396782 .26701757 .018 -1.7669423 -.0809933

2 -.07904972 .27239792 1.000 -.9390100 .7809106

3 .15614709 .30236533 1.000 -.7984203 1.1107145

4 .45278183 .28116101 1.000 -.4348435 1.3404072

5 -.38074836 .31467829 1.000 -1.3741878 .6126910

6 -.45907900 .26023976 1.000 -1.2806560 .3624980

8 -.07203347 .39886235 1.000 -1.3312420 1.1871750

8

1 -.85193434 .34600208 .405 -1.9442630 .2403943

2 -.00701625 .35017093 1.000 -1.1125059 1.0984734

3 .22818057 .37395701 1.000 -.9524018 1.4087629

4 .52481530 .35703020 1.000 -.6023291 1.6519597

5 -.30871488 .38398109 1.000 -1.5209432 .9035135

6 -.38704553 .34079874 1.000 -1.4629472 .6888562

7 .07203347 .39886235 1.000 -1.1871750 1.33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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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번호
평균

차이(I-J) 표준 오차 유의수준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Bonferroni

사후검정

1

2 1.17863905 .15908491 .000 .6764079 1.6808701

3 1.53079866 .19448514 .000 .9168090 2.1447883

4 1.99966121 .16980299 .000 1.4635932 2.5357293

5 .33418793 .20819586 1.000 -.3230864 .9914623

6 .64348634 .14353433 .000 .1903484 1.0966243

7 1.08577658 .22762056 .000 .3671784 1.8043747

8 .66273643 .29495132 .714 -.2684249 1.5938978

2

1 -1.17863905 .15908491 .000 -1.6808701 -.6764079

3 .35215961 .19983361 1.000 -.2787151 .9830344

4 .82102216 .17590354 .000 .2656947 1.3763497

5 -.84445112 .21320065 .003 -1.5175256 -.1713766

6 -.53515271 .15070204 .013 -1.0109191 -.0593863

7 -.09286247 .23220706 1.000 -.8259402 .6402153

8 -.51590261 .29850508 1.000 -1.4582832 .4264780

3

1 -1.53079866 .19448514 .000 -2.1447883 -.9168090

2 -.35215961 .19983361 1.000 -.9830344 .2787151

4 .46886255 .20846706 .710 -.1892680 1.1269931

5 -1.19661073 .24077163 .000 -1.9567268 -.4364946

6 -.88731232 .18769008 .000 -1.4798499 -.2947747

7 -.44502208 .25775295 1.000 -1.2587482 .3687040

8 -.86806222 .31878166 .194 -1.8744560 .1383315

4

1 -1.99966121 .16980299 .000 -2.5357293 -1.4635932

2 -.82102216 .17590354 .000 -1.3763497 -.2656947

3 -.46886255 .20846706 .710 -1.1269931 .1892680

5 -1.66547328 .22131327 .000 -2.3641593 -.9667873

6 -1.35617487 .16197577 .000 -1.8675324 -.8448173

7 -.91388463 .23967721 .005 -1.6705456 -.1572236

8 -1.33692477 .30435231 .000 -2.2977651 -.3760845

5

1 -.33418793 .20819586 1.000 -.9914623 .3230864

2 .84445112 .21320065 .003 .1713766 1.5175256

3 1.19661073 .24077163 .000 .4364946 1.9567268

4 1.66547328 .22131327 .000 .9667873 2.3641593

6 .30929841 .20186286 1.000 -.3279827 .9465795

7 .75158865 .26824919 .153 -.0952741 1.5984514

8 .32854851 .32732673 1.000 -.7048221 1.3619191

첨부 5: 운전자본의 효율성 수준에 대한 Bonferroni 사후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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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64348634 .14353433 .000 -1.0966243 -.1903484

2 .53515271 .15070204 .013 .0593863 1.0109191

3 .88731232 .18769008 .000 .2947747 1.4798499

4 1.35617487 .16197577 .000 .8448173 1.8675324

5 -.30929841 .20186286 1.000 -.9465795 .3279827

7 .44229024 .22184277 1.000 -.2580674 1.1426479

8 .01925010 .29051571 1.000 -.8979081 .9364083

7

1 -1.08577658 .22762056 .000 -1.8043747 -.3671784

2 .09286247 .23220706 1.000 -.6402153 .8259402

3 .44502208 .25775295 1.000 -.3687040 1.2587482

4 .91388463 .23967721 .005 .1572236 1.6705456

5 -.75158865 .26824919 .153 -1.5984514 .0952741

6 -.44229024 .22184277 1.000 -1.1426479 .2580674

8 -.42304014 .34001234 1.000 -1.4964592 .6503789

8

1 -.66273643 .29495132 .714 -1.5938978 .2684249

2 .51590261 .29850508 1.000 -.4264780 1.4582832

3 .86806222 .31878166 .194 -.1383315 1.8744560

4 1.33692477 .30435231 .000 .3760845 2.2977651

5 -.32854851 .32732673 1.000 -1.3619191 .7048221

6 -.01925010 .29051571 1.000 -.9364083 .8979081

7 .42304014 .34001234 1.000 -.6503789 1.496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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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번호 평균 차이(I-J) 표준 오차 유의수준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Turkey

사후검정

1

2 .84491810 .18661964 .000 .2745556 1.4152806

3 1.08011491 .22814701 .000 .3828330 1.7773969

4 1.37674965 .19919282 .000 .7679599 1.9855394

5 .54321946 .24423081 .341 -.2032191 1.2896580

6 .46488882 .16837754 .110 -.0497207 .9794983

7 .92396782 .26701757 .014 .1078864 1.7400492

8 .85193434 .34600208 .217 -.2055461 1.9094148

2

1 -.84491810 .18661964 .000 -1.4152806 -.2745556

3 .23519681 .23442120 .974 -.4812608 .9516545

4 .53183155 .20634927 .169 -.0988303 1.1624934

5 -.30169864 .25010184 .930 -1.0660807 .4626835

6 -.38002928 .17678585 .386 -.9203369 .1602784

7 .07904972 .27239792 1.000 -.7534755 .9115750

8 .00701625 .35017093 1.000 -1.0632054 1.0772379

3

1 -1.0801149 .22814701 .000 -1.7773969 -.3828330

2 -.23519681 .23442120 .974 -.9516545 .4812608

4 .29663474 .24454895 .928 -.4507762 1.0440456

5 -.53689545 .28244486 .552 -1.4001270 .3263361

6 -.61522609 .22017585 .101 -1.2881459 .0576937

7 -.15614709 .30236533 1.000 -1.0802613 .7679671

8 -.22818057 .37395701 .999 -1.3710992 .9147381

4

1 -1.3767496 .19919282 .000 -1.9855394 -.7679599

2 -.53183155 .20634927 .169 -1.1624934 .0988303

3 -.29663474 .24454895 .928 -1.0440456 .4507762

5 -.83353019 .25961860 .032 -1.6269982 -.0400622

6 -.91186083 .19001085 .000 -1.4925879 -.3311338

7 -.45278183 .28116101 .744 -1.3120896 .4065259

8 -.52481530 .35703020 .823 -1.6160008 .5663702

첨부 6: 공급사슬 리스크 대비 비용 수준에 대한 Turkey 사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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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54321946 .24423081 .341 -1.2896580 .2032191

2 .30169864 .25010184 .930 -.4626835 1.0660807

3 .53689545 .28244486 .552 -.3263361 1.4001270

4 .83353019 .25961860 .032 .0400622 1.6269982

6 -.07833064 .23680168 1.000 -.8020637 .6454024

7 .38074836 .31467829 .928 -.5809977 1.3424944

8 .30871488 .38398109 .993 -.8648402 1.4822699

6

1 -.46488882 .16837754 .110 -.9794983 .0497207

2 .38002928 .17678585 .386 -.1602784 .9203369

3 .61522609 .22017585 .101 -.0576937 1.2881459

4 .91186083 .19001085 .000 .3311338 1.4925879

5 .07833064 .23680168 1.000 -.6454024 .8020637

7 .45907900 .26023976 .645 -.3362875 1.2544455

8 .38704553 .34079874 .948 -.6545320 1.4286231

7

1 -.92396782 .26701757 .014 -1.7400492 -.1078864

2 -.07904972 .27239792 1.000 -.9115750 .7534755

3 .15614709 .30236533 1.000 -.7679671 1.0802613

4 .45278183 .28116101 .744 -.4065259 1.3120896

5 -.38074836 .31467829 .928 -1.3424944 .5809977

6 -.45907900 .26023976 .645 -1.2544455 .3362875

8 -.07203347 .39886235 1.000 -1.2910699 1.1470029

8

1 -.85193434 .34600208 .217 -1.9094148 .2055461

2 -.00701625 .35017093 1.000 -1.0772379 1.0632054

3 .22818057 .37395701 .999 -.9147381 1.3710992

4 .52481530 .35703020 .823 -.5663702 1.6160008

5 -.30871488 .38398109 .993 -1.4822699 .8648402

6 -.38704553 .34079874 .948 -1.4286231 .6545320

7 .07203347 .39886235 1.000 -1.1470029 1.291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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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번호
평균

차이(I-J) 표준 오차 유의수준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Turkey

사후검정

1

2 1.17863905 .15908491 .000 .6924305 1.6648476

3 1.53079866 .19448514 .000 .9363969 2.1252004

4 1.99966121 .16980299 .000 1.4806952 2.5186273

5 .33418793 .20819586 .747 -.3021176 .9704935

6 .64348634 .14353433 .000 .2048047 1.0821679

7 1.08577658 .22762056 .000 .3901036 1.7814495

8 .66273643 .29495132 .328 -.2387184 1.5641913

2

1 -1.17863905 .15908491 .000 -1.6648476 -.6924305

3 .35215961 .19983361 .646 -.2585885 .9629078

4 .82102216 .17590354 .000 .2834111 1.3586332

5 -.84445112 .21320065 .002 -1.4960527 -.1928495

6 -.53515271 .15070204 .011 -.9957409 -.0745646

7 -.09286247 .23220706 1.000 -.8025531 .6168281

8 -.51590261 .29850508 .669 -1.4282188 .3964135

3

1 -1.53079866 .19448514 .000 -2.1252004 -.9363969

2 -.35215961 .19983361 .646 -.9629078 .2585885

4 .46886255 .20846706 .326 -.1682719 1.1059970

5 -1.19661073 .24077163 .000 -1.9324771 -.4607444

6 -.88731232 .18769008 .000 -1.4609464 -.3136782

7 -.44502208 .25775295 .670 -1.2327881 .3427440

8 -.86806222 .31878166 .120 -1.8423493 .1062249

4

1 -1.99966121 .16980299 .000 -2.5186273 -1.4806952

2 -.82102216 .17590354 .000 -1.3586332 -.2834111

3 -.46886255 .20846706 .326 -1.1059970 .1682719

5 -1.66547328 .22131327 .000 -2.3418693 -.9890772

6 -1.35617487 .16197577 .000 -1.8512187 -.8611310

7 -.91388463 .23967721 .004 -1.6464061 -.1813631

8 -1.33692477 .30435231 .000 -2.2671117 -.4067379

5

1 -.33418793 .20819586 .747 -.9704935 .3021176

2 .84445112 .21320065 .002 .1928495 1.4960527

3 1.19661073 .24077163 .000 .4607444 1.9324771

4 1.66547328 .22131327 .000 .9890772 2.3418693

6 .30929841 .20186286 .789 -.3076517 .9262485

7 .75158865 .26824919 .099 -.0682569 1.5714342

첨부 7: 운전자본의 효율성 수준에 대한 Turkey 사후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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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2854851 .32732673 .974 -.6718548 1.3289518

6

1 -.64348634 .14353433 .000 -1.0821679 -.2048047

2 .53515271 .15070204 .011 .0745646 .9957409

3 .88731232 .18769008 .000 .3136782 1.4609464

4 1.35617487 .16197577 .000 .8611310 1.8512187

5 -.30929841 .20186286 .789 -.9262485 .3076517

7 .44229024 .22184277 .488 -.2357242 1.1203046

8 .01925010 .29051571 1.000 -.8686483 .9071485

7

1 -1.08577658 .22762056 .000 -1.7814495 -.3901036

2 .09286247 .23220706 1.000 -.6168281 .8025531

3 .44502208 .25775295 .670 -.3427440 1.2327881

4 .91388463 .23967721 .004 .1813631 1.6464061

5 -.75158865 .26824919 .099 -1.5714342 .0682569

6 -.44229024 .22184277 .488 -1.1203046 .2357242

8 -.42304014 .34001234 .918 -1.4622142 .6161340

8

1 -.66273643 .29495132 .328 -1.5641913 .2387184

2 .51590261 .29850508 .669 -.3964135 1.4282188

3 .86806222 .31878166 .120 -.1062249 1.8423493

4 1.33692477 .30435231 .000 .4067379 2.2671117

5 -.32854851 .32732673 .974 -1.3289518 .6718548

6 -.01925010 .29051571 1.000 -.9071485 .8686483

7 .42304014 .34001234 .918 -.6161340 1.4622142



- 188 -

발간 저널 논문 제목 저 자 연도

Logistik

Management -

Innovative Logistik

Konzepte

Supply Chain Finance: some

conceptual insights
Erik Hofmann 2005

Logistics

Research

Supply Chain Finance - Optimizing

Financial Flows in Supply Chains

Hans-Christian Pfohl

Moritz Gomm
2009

Journal of

Corporate Treasury

Management

Financial supply chain management Michael Sugirin 2009

International

Journal of Physical

Distribution &

Logistics

Management

Supply chain financing: using

cash-to-cash variables to

strengthen the supply chain

Wesley S. Randall

M. Theodore Farris Ⅱ
2009

International

Journal of

Logistics: Research

and Applications

Supply chain finance: applying

finance theory to supply chain

management to enhance finance in

supply chains

Moritz Leon Gomm 2010

Thunderbird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Financing the global supply chain:

growing need for management

action

F. John Mathis

Joseph Caninato
2010

Business Process

Management

Journal

Challenges of supply chain finance:

A detailed study and a hierarchical

model based on the experiences of

an Indian firm

Dileep More

Preetam Basu
2012

Journal of

Business Logistics

Managing the Innovation Adoption

of Supply Chain Finance -

Empirical Evidence From Six

European Case Studies

David A. Wuttke

Constantin Blome

Kai Foerstl

Michael Henke

2013

Supply Chain Motorola's global financial supply Ian D. Blackman 2013

첨부 8: 유명 운영 관리 저널에 게재된 공급사슬에서의 금융

관리 관련 연구들



- 189 -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chain strategy
Christopher P. Holland

Timothy Westcott

Amfiteatru

Economic

The financial supply chain

management: a new solution for

supply chain resilience

Virgil Popa 2013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Focusing the financial flow of

supply chain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financial supply

chain management

David A. Wuttke

Constantin Blome

Michael Henke

2013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A review of trade credit literature:

Opportunities for research in

operations

Daniel Seifert

Ralf W. Seifert

Margarita Protopappa-Sieke

2013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

Production

Management

Integrating financial and physical

supply chains: The role of banks in

enabling supply chain integration

Rhian Silvestro

Paola Lustrato
2014

Proceedings of

the 2014 IEEE

Conference

Modeling Financial Flow of the

supply chain

M. H Jahangiri

F. Cecelja
2014

International

Journal of Physical

distribution &

Logistics

Supply chain finance: a literature

review

Luca Mattia Gelsomino

Ricardo Mangiaracina

Alessandro Perego

Angela Tumino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Supply chain finance: Optimal

introduction and adoption decisions

David A. Wuttke

Constantin Blome

H. Sebastian Heese

Margarita Protopappa-Sieke

2016

Harvard Business

Review

Supply Chain Finance at Proctor &

Gamble

Benjamin C. Esty

E. Scott Mayfield

David Lane

2016



- 190 -

Abstract

An Empirical Research on

Financial Management in

Supply Chain

Sung Wook Jung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the integration of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has

become more widespread. Researchers are now willing to explore

beyond the traditional topics in their academic fields to introduce

novel concepts from other fields,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adoption

and potential synergy.

Financial supply chain management(FSCM) or supply chain 
finance(SCF) is a part of such trends. It involves applying various
financial tools/instruments to supply chains and managing financial

flows in supply chains effectively. The importance of FSCM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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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ently referenced by practitioners. For example, Accenture and

Deloitte have emphasized the role of SCF, not only as a financial tool

to manage effective working capital but also as a future operating

strateg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level of supply chains. They

believe current supply chain management(SCM) will evolve to

embrace financial components and flows in supply chains

Researchers in the area of operations management have started

paying more attention to FSCM. In the 2000s, only a few papers

were published discussing how to effectively manage financial flows

and incorporate it with the traditional, physical supply chain.

However, after 2010, a number of papers were published in major

operations management journals. Thus, it seems clear that this topic

is now a focus for operations management researchers. However,

current research still has some limitations; in particular, studies on

how FSCM can improve overall firm performance are lacking. This

may be why companies are still hesitant to be more active in

exploring FSCM.

Our research summarized previous studies on FSCM through 2018.

Based on the consensus in the previous research, FSCM can be

defined using two perspectives: (1) the finance-oriented perspective

and (2) the supply chain-oriented perspective. In this research, we

refer to the supply chain-oriented perspective as FSCM. Nine main

constructs critical to FSCM’s efficient operations were also verified. It

is expected that our study’s research framework will be able to

provide the starting point for related future research.



- 192 -

In research model #1, we empirically investigated how FSCM

practice is coordinated with firm price competitiveness to improve

firm performance. Our research confirms that FSCM acts as a full

mediator, connecting price competition and firm performance, so the

effective linkage between price competitiveness and firm performance

through FSCM would inevitably maximize firm performance.

In research model #2, the mechanism of how FSCM works was

investigated. Using the nine verified FSCM constructs, we performed

hypothetical testing on FSCM dynamics to prove that FSCM can help

reduce the cost of risk in supply chains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working capital management. At the same time, we

confirmed two types of moderation effects: (1) supply chain

integration increasing the positive impact of FSCM practice on FSCM

performance leverage and (2) coordination with physical SCM

improving the positive impact of FSCM infra on FSCM practice.

Lastly, in research model #3, we confirmed that the companies in

our survey could be divided into eight group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were verified. Some groups show a relatively higher

level of achievement in FSCM IT infra and practice. This contradicts

previous research insisting that only a few companies have actively

implemented FSCM. Additionally, several studies have mentioned the

difficulty of conducting FSCM　 research, since few companies are

actively implementing FSCM nor are interested in FSCM. However,

our research proves that although companies may not be directly

using FSCM, the components contributing to FSCM’s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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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could already exist in the companies. Our research also

confirm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FSCM performance

among different groups. Through research model #3, we provide a

guideline of how to effectively implement FSCM in a company.

Companies are advised to check first which group they belong to and

decide which strategy should be taken to maximize expected

performance, considering the current level of FSCM IT infra and

practice.

keywords : Financial Supply Chain Management(FSCM), financial

flow, Supply Chain Finance(SCF)

Student Number : 2008 - 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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